1학년부

2016학년도 광문중학교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일시

2016. 8. 22. ∼ 2016. 12. 19

장소

2층 협의회실

대상

1학년 신청 학생 22명

담당부서

1학년부

학력향상을 위한 멘토-멘티

주제
1. 목적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들끼리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공동체를 통한 생활지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2. 방법
1:1 한 팀으로 총 11팀을 모집하고, 팀별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함

3. 일정
가. 일

시 : 매주 월요일 13:00 – 13:30, 13회 실시

나. 지도교사 : 김현숙

<활동사진>

1학년부

2016학년도 광문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운영

일시

2016. 10. 18.

장소

여의도 한강공원 생태 및 한강유람선 체험,
안양천 자연체험 및 아이스링크장

대상

1학년 213명

담당부서

1학년부

주제

자연체험 및 생활체육 체험활동을 통한 주제별체험학습
1. 목적
가.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진로 및 문화 체험을 하며 사제 간 친구들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눈다.
나. 서울의 중심인 한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과 기사를 직접 써봄으로써
홍보 마케팅 전문가와 기자가 되어본다.
다. 자연의 체험을 통해 마음을 순화시키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실
천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요
내용

2. 운영방침
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규모로 주제를 정하여 실시한다.
나. 사전답사 1회 이상 실시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인솔자 2학급당 2명 이상 확보하여 운영한다.
마. 학생 및 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3. 사전답사 실시
가. 일시 : 2016년 9월 28일(월) 15시 30분 – 17시 30분
나. 방법 : 3-4인 조편성 후 체험예정 장소 도보로 사전 답사
4. 사전 안전교육 실시 : 2016년 10월 18일(월) 4교시

<활동사진>

1학년부

2016학년도 광문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연수) 운영
2016. 9. 6(화)
2016. 10. 10(월)
학부모지원단 28명

일시
대상

장소

2층협의회실

담당부서

1학년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연수

주제

1. 목적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함이다.
나.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대상으로 발대식 및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원활한 자유학기

주요
내용

제 운영과 비전 공유하고자 한다.
2. 운영방침
가. 학부모지원단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협조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나. 현장직업체험을 위한 학부모지원단의 사전답사, 사전교육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3. 연수 및 사전교육일 : 9/6(화), 10/10(월)

<활동사진>

1학년부

2016학년도 광문중학교 (자유학기제 1‧2차 진로체험의 날) 운영

2016. 10. 11(화)

일시

광명소방서 외 27곳

장소

2016. 12. 12(월)

대상

이앤티진로직업체험센터

학부모지원단 28명

담당부서

1학년부

자유학기제 1‧2차 진로체험의 날 운영

주제

1. 목적
가. 직업세계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경험세계의 영역을 확장한다.
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 및 다각적 관점을 형성한다.
2. 방침
가. 체험 장소 발굴, 섭외, 체험활동 내용 확정, 사전답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 현장체험활동 시 필요한 사전교육, 현장견학활동 유의사항 등 교육을 철저히 한다.
다. 진로체험 보고서 작성,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등 사후활동을 실시한 후 시상한다.

주요
내용

3. 세부 운영 계획
구분

1차
지필평가

실시시기
10/10 (월)
[3-4교시]
10/11 (화)

2차
지필평가

첫째날, 12/12 (월)
둘째날, 12/13 (화)
셋째날, 12/14 (수)

활동 내용
사전 예절 교육(서약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현장직업체험 일터 확인
학부모 지원단과의 만남
직업체험 계획하기
현장 직업 체험 및 탐색활동 하기
과제 : 현장직업체험 보고서 작성하기
이앤티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 전문직업인 강연과 실습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회
굿네이버스 꿈찌 만들기 캠페인 활동, 나눔과 봉사 실천
학급별 자유학기 신문 만들기

<활동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