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제9026호 어울림(林)캠프

초등학교 2박 3일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7:00~ 기상 및 숙소배정

7:30~ 아침식사 및 여가활동

9:00~ 이동 및 인원파악(환자파악), 활동안내

9:30~
무한도전
자연·모험영역의

종합적 야외모험 활동

그래우리함께
2박 3일의 활동을 통해 느낀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

11:00~
맺는마당

활동영상 시청 및
사후 설문작성(만족도, 효과성)

12:00~ 숙소 내 개인정비 시간
점심식사

12:15~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13:30~ 학급별 사진촬영(자체진행)

미진행시 휴게시간

14:00~
여는마당

○ 사전설문 작성 지도자 소개
○ 생활안내(안전교육, 일정소개)
○ 숙소이동 및 짐정리

협동한마당
팀원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16:00~ 웰컴투평창

밧줄을 이용한 관계형성 활동

17:00~ 휴식 및 개인정비의 시간

17:30~ 저녁식사

19:00~
하늘바라기

팀 별 숨겨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추적놀이 활동

별이빛나는밤에
모닥불놀이 통한

또래 관계의 유대감 향상

20:30~ 취침준비 및 개인정비의 시간

22:30~ 취침지도(인솔교사 중심)

23:00~ 취 침

※ 우천시에도 실내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어울림(林)캠프 세부내용
협업,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정서(대인관계) 향상 활동

활 동 명 활 동 내 용

동기

부여
여는마당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2박 3일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설문 작성, 활동 소개, 지도자 인사,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활동1 웰컴투평창

밧줄을 이용한 관계형성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또

래와의 협업을 통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량 향상 활동

▸매듭법 연습, 밧줄스트레칭, 밧줄 몸놀이 및 팀 별 게임 등

활동2 하늘바라기

별자리 관련 추적놀이 활동으로 1학급 2팀을 구성하여 수련원에

숨겨져 있는 미션을 찾아 해결하며 또래와의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활동

▸망원경으로 보는 별 관측, 별자리 찾기 미션 등

활동3 무한도전

모험⋅자연영역을 체험하는 종합형 야외모험활동으로 함께 도

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및 자신감 향상 활동

▸자연영역: 사계절썰매, 숲 쉼터, 국궁

▸모험영역: 챌린지타운(로프 코스 1층, 터널메이즈), 인공암벽

활동4 협동한마당

공동체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으로 1학급 당 2팀으로 나누어

또래와의 협업이 필요한 신체활동 포스트를 체험하고 도전하

는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향상 활동

▸홀인원, 파이프라인, 춤추는 훌라후프, 몸으로 말해요 등

활동5
별이

빛나는 밤에

모닥불놀이 활동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

▸장기자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희망 시 별도 협의

활동6
그래

우리함께

2박 3일간 느꼈던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도미노 조각을 이용해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또래와 협업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

▸2박 3일 인상 깊었던 활동 나누기, 도미노 조각으로 표현하기

활동

피드백
맺는마당

전체적인 활동을 마무리로 지난 2박 3일에 대한 피드백 활동

▸활동영상 시청, 지도자인사, 설문 작성(효과성,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