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5학년 또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환경 과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	 매일 5~6시간 동안 야외 현장 학습을 진행하며, 토양, 물, 
동식물에 대한 과학을 중심으로 수업합니다. 
•	 수업은 수학, 사회, 언어 과목을 포함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기숙 형태로 수업: 
•	 학생들은 통나무집에서 숙박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야외에서 공부하면서 기타 야외 활동에 참여합니다. 

며칠에 걸쳐 운영: 
•	 학군에 따라 프로그램 기간은 3일~6일입니다. 

오레곤의 전통: 
•	 아웃도어 스쿨은 오레곤에서 60년 이상 안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역사를 자랑합니다! 

오레곤 아웃도어 스쿨에 대해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아웃도어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혜택 및 기회:

프렌즈 오브 아웃도어 스쿨(2015). 아웃도어 스쿨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의 혜택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 다음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friendsofoutdoorschool.org/. 

모두를 위한 Braun, S.M. (2019)아웃도어 스쿨: 오레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2018년 파일럿 연구 평가. 오레곤주 포틀랜드. 그래이 패밀리 재단

OSU 확장 서비스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은 공식 및 비공식 천연 자원 교육자(학교, 학군, 제공기관)를 위한 
전문성 개발 교육을 제공하며 아웃도어 스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군마다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오레곤의 
청소년들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아웃도어 스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강화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스쿨이란 무엇입니까? 리더십 및 취업 기술: 
•	 협업 및 리더십 기술을 이용한 직접적 경험의 결과 자존감 및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리더를 위한 잠재적인 취업 기술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연 자원과 관련된 진로:
•	 임업, 공원 관리, 야생동물 생물학, 해양 생태학, 자원 관리, 
농업, 보존 등의 천연 자원과 관련된 진로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긍정적이고 공평한 
학습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환경 교육: 
•	 자연 시스템, 지역 사회 및 미래 세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해를 쌓고 기술을 익히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건강 증진: 
•	 활동량이 많은 능동적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습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 성취: 
•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관련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력 
향상. 

학습 커뮤니티: 
•	 성공적인 과학 체험에 따라 교실 참여 및 동기가 향상되며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 관계가 더욱 발전합니다. 



안전 및 관리:
•	 모든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학생을 감독하며, 감독 직원, 
학부모 보호자 또는 고등학생 리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적절한 신원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수업 교사가 자주 학생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	 많은 프로그램에서 의약품을 관리/지급하고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는 등록된 간호사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 전문가가 있습니다. 

캐빈에서 취침하기: 
•	 캐빈 구역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의 
캐빈에는 8~12명의 학생과 1~2명의 캐빈 리더가 함께 
지냅니다. 

낮 시간 동안의 야외 활동: 
•	 학생들은 기타 야외 활동 외에 매일 5~6시간 정도 야외 현장 
과학 연구에 참여합니다. 

학교이며 학습에 집중:
•	 아웃도어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집중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과학, 역사, 언어 및/또는 수학을 배웁니다. 
•	 학생들은 휴대 전화나 비디오 게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 교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용하기:
•	 서로 다른 문화, 능력,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포용합니다. 

사회적 교류하기:
•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강화하며 사회 정서적 성장을 
이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사하기:
•	 모든 식사는 신선하게 조리되며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식단 
제한을 적용합니다. 아웃도어 스쿨에서는 다 함께 모여서 
모두를 위한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기! 
•	 과학 체험, 캠프 파이어, 하이킹, 노래,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 
- 이 모든 것을 아웃도어 스쿨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스쿨에서의 생활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가족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귀하의 학교, 학군 또는 아웃도어 스쿨 제공기
관이 귀하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편지 보내기: 
•	 학생에게 편지와 소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기 전에 보내면 아웃도어 스쿨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하기:
•	 자녀의 모험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설령 긴장하더라도 
괜찮다고, 곧 용기를 갖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녀를 
격려해주세요! 

학교 방문 주선:
•	 귀하의 학군 또는 제공기관은 학부모나 가족이 아웃도어 
스쿨을 하루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 촉진: 
•	 귀하의 학군, 학교 또는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녀의 교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번역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류, 부츠, 침낭 제공: 
•	 적절한 복장이나 취침 장비가 필요한지 교사에게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Amy Busch

연락처:
자녀가 참석할 특정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교사 또는 홈스쿨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OSU 확장 서비스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 연락처:
이메일: outdoorschool@oregonstate.edu
 또는 웹사이트: outdoorschool.oregonstate.edu

@OROutdoorSchool  

www.facebook.com/OROutdoor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