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스쿨
세계 최고의 야외 교실 학습

학교, 학구(DISTRICT) 및 교육구(ESD)에 대한 정보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프로그램은 오리건 주의 야외 학습 프로그램의 본부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프로그램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서비스는 정보와 전문지식을 모든 오리건 주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번창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오리건 주의 풍성한 
생태계에 긍지를 느끼도록 합니다. 

비공립 및 사립학교: 야외 학습 자금 지원을 규율하는 법률(ORS 327.390)은 
야외 학습 프로그램 보조금에 대한 자격을 학구(School District) 및 교육구
(Education Service District)로 제한합니다. 이 조항과 복권 수익 기금의 
사용에 관한 헌법상의 제약에 대한 이해에 근거할 때, OSU Extension은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보조금의 분배를 포함하는 신청을 승인하거나, 사립학교 
학생에게 야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립 학교와의 기타 
계약상 약정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립 대안 학교 및 공립 대안 학교를 관할하는 학구:  공립 대안 학교는 야외 학습 
프로그램 자금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공립 대안 학교 
후원 학구에 연락하여 학구의 신청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본 학구에서 공립 대안 학교로 전달됩니다. 학구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립 대안 학교는 교육구(ESD)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원하는 네 개의 
공립 대안 학교는 직접 신청하거나 학구/교육구 신청에 포함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립 대학교  확장 서비스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 성별 인식(성별 표현 포함), 성적 
지향성, 장애, 나이, 결혼 상태, 가족/부모 상태, 공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 소득, 정치적 신념, 
유전 정보, 군복무 여부, 이전의 시민권리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자료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금지 근거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있거나 주 차원의 야외 학습 프로그램을 돕거나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SU EXTENSION SERVICE OUTDOOR SCHOOL
University Outreach and Engagement
325 Ballard Extension Hall, Corvallis, OR 97331
Phone: (541) 737-4391 | 이메일: outdoorschool@oregonstate.edu
참여: extension.oregonstate.edu/outdoor-school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서비스



신뢰받는 리더
 

2016년 Measure 99는 오리건 주의 5
학년이나 6학년 학생을 위한 학구 및 
교육구의 야외 학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오리건 주는 미국에서 야외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2015년 법률은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교육에 주 차원의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교육은 
학구와 협력하여 학생, 교사 및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야외 학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학업 성취 지원 
 
야외 학습은 STEA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미술, 수학), 역사 및 
사회과학 수업을 통합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자연과학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외 학습은 교실 
수업을 강화하고 교실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리건 주립 대학 확장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야외 학습을 준비할 수 있는 
양질의 야외 학습 교과과정 및 활동으로 
오리건 주 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통하여 야외 학습 후에 
학습 기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의 교육 표준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원합니다. 

배움이 살아 있습니다

야외 학습은 학생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의식을 
고양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와 
야외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커집니다. 

“야외에서 활발하게 학습하고 모험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환경을 소개시켜 주며, 
이를 통하여 이해심, 감사한 마음, 경외감, 
경이감 및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감성을 키워주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의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아웃도어 스토리 프로젝트

평생 기술 개발

특정한 상황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학습은 
학업을 더욱 관련성 있고 재미있게 하여 
학업 성적을 향상시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연과학에 대하여 배우고 물, 흙, 식물 
및 동물(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전체 생태계의 
일부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환경 윤리 
교육 및 야외 학습 체험을 통한 오리건 천연 
자연의 청지기 직에 대한 감사   
비판적인 사고와 실생활의 문제 해결, 팀워크, 
타인에 대한 책임감 및 유대감은 아웃도어 
스쿨에서 함양하고 지원하는 자질이고, 
고용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이며, 사회를 
도와 복잡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가 보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책상, 벽 또는 칠판 없이 그저 학생들은 오리건 주의 놀라운 자연 경관, 세계 
최고의 야외 학습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야외 학습 체험은 학습 환경을 바꾸어 
학생들이 자연 환경을 통해 배우고 서로에 대하여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