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지역):대남초(안산)

□ 체험학습장명: 갯벌·염전 체험학습장

안산 대부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남초등학교는 학교
바로 앞에 넓게 펼쳐진 갯벌 및 학습용 염판 5개를 활용
하여 다양한 해양생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학
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갯벌 탐구 활동, 염전
체험활동, 자염굽기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해양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마음 및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갯벌·염전 체험학습
♠ http://daenam-asn.es.kr/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98
♠ ☎ (032)886-9824
♠ 사용료: 1인당 2,000원
인솔 교사 무료
♠ 수용인원: 약 100명 이내
♠ 코스: 반일, 전일 코스

\

체 험 학 습 프 로 그 램
프로그램명

내 용

소요시간

갯벌(동물) 탐구

갯벌에 살고있는 갯벌 동물(게, 망둥어, 갯지렁이 등)관찰

60분

염생식물 관찰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칠면초,퉁퉁마디,나문재 등) 관찰

40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알아보고 고무래질 체험

30분

전통 소금 굽기 방식인 자염 굽기 체험

30분

바다새 관찰

망원경으로 본교 옥상 전망대에서 바다새 관찰

20분

실내활동(우천시)

갯벌 생태 동영상 시청 /갯벌 동·식물 사전 만들기/게 표본 관찰

80분

염전(자염)체험

전일 활동
도착 ~
점심식사 전
점심식사 후
∼오후 2:30
오후 2:30 ~

•
•
•
•
•

활동 내용
전체 안내
염전체험, 염생식물 관찰
갯벌 탐구, 바다새 관찰
샤워, 장화 씻기
선택 활동
(지역 체험처 연계 활동)

• 신고서·설문지 작성 후 퇴소

반일 활동

활동 내용

도착 ~
오전 11:30

• 전체 안내
• 염전체험, 염생식물 관찰
• 갯벌 탐구, 바다새 관찰

오전 11:30
~
오후 12:30

• 샤워, 장화 씻기
• 신고서·설문지 작성 후 퇴소

◈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내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4월~2022년 2월(본교 행사일 제외)
※ 갯벌·염전체험은 5월 10일(월)~10월 16일(토)까지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체험일 7일 전
까지 제출(학교 이외의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Fax. 032-886-9826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전 ☎032-886-9824(대남초 교무실)로 전화나 경기통합메신저(대남초/김미라)로 검색
하시어 사전 답사 및 활동 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공문에 안내된 URL을 통해 신청(선착순 마감)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점심: 도시락 지참
② 체험 비용: 단체의 경우 학생 1인당 2,000원(인솔 교사 무료)
단, 가족 단위 체험일 경우 참가자, 인솔자 모두 부담
③ 준비물
✔ 개인: 마실 물, 간식, 도시락, 돗자리, 모자, 썬로션, 여벌옷, 수건, 비닐봉지
✔ 인솔자: 응급처치 상비약
④ 강사비: 염전·갯벌 체험학습장 부담

▪ 대남초등학교는 대부 해솔길 4코스 중간에 있으며 대남초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종이미술관, 대부도
내에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세종 도예원 등이 있어 다양한 지역 체험장 연계 활동이 가능합니다.

「세계 제1의 해양 교육을 실천하는 대남초 갯벌·염전체험학습장!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