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학교가 우리 교육의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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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기 아름다운학교 지도자연수 참가안내

1. 우리 본부는 아름다운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 확산하는 목적으로 “제22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교육상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멈추었던 “제122회 아름다운학교 지도자 연수”도 정부가 11월
‘위드코로나’ 정책 발표가 임박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구 분

내

기간 및 장소

용

○ 기간 : 2021. 11.24(수) 13:00시 ~ 11.26(금) 2박 3일 13:00시
○ 장소 : 제주도 일원

대상 (40명)

○ 학교장(유치원장), 장학사(과장), 교감(원감), 행정실장, 각 부장 , 교육기관 종사자

신청방법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지도자연수 홈페이지(1004leader.modoo.at)로 모바일 접속하여 신청
*네이버 아이디가입 필수
○ 450,000원 (참가신청 선착순으로 접수 / 신청 후 7일 내에 연수비 입금시 확정)
※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 참가시 30만원만 입금 (할인 적용)

참가비

※ 학교 회계처리에 필요한 연수비 영수증은 개회식 날 제공
(연수교재, 강사료, 현지교통비, 식대, 숙박비, 입장료 외 기타)
국민은행 206001-04-007390 (예금주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문

의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실(02-765-5778)/ 팀장 이루미(010-2377-7231)

3. 제122기 연수는 다음과 같이 혁신하였습니다.
가.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SG 학교경영 전략을 제시합니다.
나. 교육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학교혁신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 위드코로나 참여방역 학교경영 우수사례 원탁토론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라. 제21회 아름다운학교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압축하여 제안합니다.
4. 관련 행정사항입니다.
가. 참가 희망자는 2021. 11. 13(월) 18:00시까지 붙임 양식으로 참가신청해 주십시오.
(단, 연수비는 참가신청 후 일주일 이내 입금 요망)
나. 연수 참가안내 개별 공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드
릴 예정입니다.
붙

임 : 1. 제122기 아름다운학교만들기 지도자 연수일정(안) 및 참가신청방법 1부.

끝.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대표
시행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연수원 – 20210928(2021. 10. 12)
홈페이지 : www.school1004.net

팀장 이루미

/

접수

사무국장 이미연 /

연수원장 이수환

주소 : (우)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522호(도화동, 창강빌딩) (Tel : 02-765-5778 / Fax : 02-2272-8478 )

제122기 아름다운학교 지도자 연수 세부일정(안)
□ 첫째 날 11월 24일 (수) 13:00 ~20:00 (개회 & 강의)
1. 개회식 : 개회 및 오리엔테이션
2. 특강 :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 플랫폼의 방향과 과제(이인규 상임대표)
3. 강의-①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SG 교육전략(권선미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4. 강의-② 사람중심 학교환경 조경과 수목관리 요령(이수환 아름다운학교연수원
원장)
5. 강의–③ 행복한 학교를 위한 웃음치료(백옥례 아름다운학교평생교육원 원장)

□ 둘째 날 11월 25일 (목) 07:00 ~20:00 (ESG 우수사례 체험학습 명소 사전답사)
1.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및 제주해녀박물관과 돌문화공원 탐방
2. 빛의 벙커(빈센트 반 고흐 작품전)관람 & 제주 곶자왈 탐방
3. 저녁놀 원탁토론 : 위드코로나 시대 참여방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 셋째 날 11월 26일 (금) 07:00 ~13:00 (아름다운학교 벤치마킹 및 교육정보 공유)
1. 아름다운학교 철학에 어울리는 교육시설 탐방(장소 미정)
2. 버스학교 “제21회 아름다운학교 교육상 대상학교 사례 벤치마킹 영상”
3.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올레길 걷기 및 제주 자연사박물관 탐방

참가 신청방법 안내
1. 1004leader.modoo.at 으로 모바일 접속합니다.
(필수 : 네이버 아이디 가입-로그인)

2. 연수신청 메뉴를 눌러 들어오셔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