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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가신청서에 참가여부를 표시하여
9월 28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학년 394명
□ 일시 : 2022. 10. 19.(수) 1일 (6시간)
□ 체험학습 유형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내용 뒷면 참조)
□ 인솔자 : 학급담임, 부담임 등 학급(체험장소)당 인솔자 배치
□ 체험 일정 : 학급별로 실시(추후 세부계획 안내)
□ 학생 준비물 : 교복, 휴지, 간식, 점심, 물, 상비약, 우천 시 우의 등
□ 참가신청 이후 사정에 의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교내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세버스비는 환불 되지 않음
□ 체험 장소와 체험 내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후 체험학습비가 참가인원에 따라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음

2022. 9. 26.

안 화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학급별 체험학습 유형 :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학급

장소

교통
(전세버스)

주제

소요경비(산출기준)

비고

1인당 전세버스비 8,690원 + 입장료 2,100원
+ 여행자보험 1,080원 = 11,870원

1, 3
반
서울대공원
동물원

(전세버스비 600,000÷69명(학생66명+교사3명)

동·식물원 관람 및 주변
450,000원x3대
=1,350,000원

둘레길 산책을 통한 자연
생태 체험

4반

스쿨
뱅킹

※전세버스비 150,000x2대 = 300,000->학교예산
1인당 전세버스비 12,850원 + 입장료 2,100원
+ 여행자보험 1,080원 = 16,030원
(전세버스비 450,000÷35명(학생33명+교사2명)
1인당 전세버스비 5,710원 + 입장료 13,000원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의

2, 5,
7반

한국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

350,000원x3대

+ 여행자보험 1,080원 = 19,790원

민속촌

놀이를 통해 조상들의

=1,050,000원

(전세버스비 600,000÷105명(학생100명+교사5명)

지혜와 슬기를 체험

6, 8,
10반

9,
11,
12반

화성행궁
및 박물관

스쿨
뱅킹

※전세버스비 150,000x3대 = 450,000->학교예산
1인당 전세버스비 5,880원 + 입장료 800원

규모와 격식을 갖춘 행궁

350,000원x3대

탐방 및 박물관 관람을

=1,050,000원

통한 역사 체험

+ 여행자 보험 1,080원 = 7,760원

스쿨
뱅킹

(전세버스비 600,000÷102명(학생97명+교사5명)
※전세버스비 150,000x3대 = 450,000->학교예산
1인당 전세버스비 5,820원 + 여행자 보험 1,080원

효성으로 빚어진

화성 융릉

화려하고 아름다운

350,000원x3대

= 6,900원

과 건릉

왕릉 탐방을 통한

=1,050,000원

(전세버스비 600,000÷103명(학생98+교사5명)

역사 체험

스쿨
뱅킹

※전세버스비 150,000x3대 = 450,000->학교예산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참가 여부(해당란에 ○표시)

이름

희망

불 희망

2

업무명

체험활동
(보험
적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2.
3.
4.

수집이용목적: 교육과정 중 체험 활동시 보험 적용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반, 주민등록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 체험활동 종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보험가입
3. 제공하는 항목 : 학생(성명, 학년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보험가
입시))
4.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목적 달성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학생의 단체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출일자 : 2022. 09.
보호자(법정대리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서명)

□예

□아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