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성리츠 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신청 안내

 지원사업 목적

  교육, 문화, 복지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 및 가족, 미혼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노인&노숙인시설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①교육소외를 해소하고, ②아동청소
년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③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
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7월 21일(수)~8 31일(화) / 매주 화~금(월·토·일요일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 교육대상 : 부산광역시 내 취약계층 대상 단체(10명 이상 ~ 100명 이하)
               (개인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교육장소 : 알로이시오기지1968(부산시 서구 감천로 237)
 ❏ 접수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일정 및 교육실시 여부 결정
                          알로이시오기지1968 담당자 051-250-8900
                           gizi1968@naver.com / www.gizi1968.kr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선정 및 일정 학정 프로그램 실시 사후 관리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송부

(사전 프로그램 및
일정 문의요망)

신청자 중
 대상여부 검토하여
선정 및 일정 확정

알로이시오기지1968
프로그램 실시

필요시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제출방법 : 오전반 또는 오후반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송부
 ❏ 신청양식 : 알로이시오기지1968 홈페이지(gizi1968.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정원

초등
부문

내맘대로 스파게티 면도 내맘대로 소스도 내맘대로 요리하기 16

레고 탐구생활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계장치를 만들고 뽐내보기 16

내친구 목공구 톱·대패·망치 등의 수공구를 다루어보고 조형물 만들기 16

꼬마 정원사 공기정화 식물을 작은 화분에 심고 꾸미기 16

몸튼맘튼 e스포츠 재미있는 생활 스트레칭과 e스포츠 올림픽 12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정원

중고등
부문

이런 피자 처음이지? 도우부터 오븐에 굽기까지 16

레고 공학 레고 자동차를 만들고 미로를 코딩으로 통과해보자 16

슬근슬근 톱질하세  나무와 목재를 직접 잘라서 나만의 소품 만들기 16

내 책상 위의 
반려식물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하여 미니 정원 만들기 16

홈트 & e스포츠
맨몸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근력강화와 

e스포츠 체험하기
12

* 일반·가족프로그램은 대상과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요리, 목공, 원예, 레고, 스포츠 
분야 등을 선정하고 진행됨으로 일반·가족프로그램은 사전에 전화로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일정 및 인원수에 따라 조정 변경됩니다.

 프로그램 일정  

❏ 오전반

시간 내용 비고

08:50~09:00 입장 발열체크 및 입장

09:00~09:15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기지소개, 프로그램일정 안내

09:15~09:20 이동 각 모듈로 이동

09:20~11:20 오전 프로그램 진행
(40분x3차시)

모듈별 활동실에서 진행
활동사진 및 산출물 촬영

11:25~11:40 마무리 활동 마무리 및 귀가



❏ 오후반

시간 내용 비고

12:40~12:50 입장 발열체크 후 입장

12:50~13:05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기지소개, 프로그램일정 안내

13:05~13:10 이동 각 모듈로 이동

13:10~15:10 오후 프로그램 진행
(40분X3차시)

모듈별 활동실에서 진행
활동사진 및 산출물 촬영

15:15~15:30 마무리 활동 마무리 및 귀가

 기타 사항  

 ❏ 활동 프로그램 교육비(재료비 포함)는 ㈜경성리츠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입니다. 
 ❏ 이동시 차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자체 차량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오전반/오후반으로만 진행되며,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입니다.
 ❏ 화~금요일 오전/오후로 나누어 신청받으며, 일정 중복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초등부문 프로그램 소개

 ❏ 내맘대로 스파게티 
   - 다양한 면의 종류와 소스의 종류를 알아보고 재료를 정한다.
   - 각자 다른 스파게티를 만든다. 

우동면 X 토마토소스 라면 X 미트소스

❏ 레고 탐구생활 
   - 레고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계장치를 만든다.
   - 무동력 에너지로 움직이는 레고 기계장치로 시합을 한다. 

❏ 내친구 목공구 
   - 톱·대패·망치 등의 수공구를 직접 만져보고 사용법을 알아본다.
   - 다양한 종류의 나무 재료에 아이디어를 더해 나무조형물을 만든다. 



❏ 꼬마 정원사 
   -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 알아본다.
   -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을 작은 화분에 심고 꾸민다. 

❏ 몸튼맘튼 e스포츠 
   - 바른 자세 스트레칭과 실생활에서 필요한 스트레칭 배워보기
   - 콘솔 장비를 활용한 e스포츠 올림픽 대결하기

스트레칭 e스포츠



 중고등부문 프로그램 소개

 ❏ 이런 피자 처음이지? 
   - 도우를 반죽하여 숙성시켜보고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본다.
   - 밀대로 직접 도우를 밀어 원하는 재료를 토핑하여 피자를 굽는다. 

 ❏ 레고 공학 
   - 레고 공학을 적용하여 레고로 자동차를 만든다.
   - WRO미로를 코딩으로 통과하는 시합을 한다. 

 ❏ 슬근슬근 톱질하세 
   -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톱으로 잘라본다.
   - 드릴 등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본다. 



 ❏ 내 책상 위의 반려식물 
   -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에 대해 알아본다.
   - 화분에 배양토를 넣고 관엽식물을 배치해서 작은 정원을 꾸민다. 

❏ 홈트 & e스포츠 
   - 다이어트 및 근력강화를 위한 개인별 서킷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기
   - 콘솔 장비를 활용한 e스포츠 올림픽 대결하기

맨몸운동 e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