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Green) 드림(Dream) - 정심정기(正心正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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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골프 국궁 체험학습장은 ‘ 건강한 인성 함양 ∙ 건전한 여가 선용 ’을 목표로 본교 학생과 학부모는 물
론 인근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을 위하여 우수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가장 최신화된 시설로 10여년간 인근 지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건전
한 여가 시간 활용과 골프의 재능을 키우는 힐링과 성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궁체험장을 추
가 신설하여 선현의 얼을 배우고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 학생들을 위한 골프.국궁 체험을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재능 발굴, 취미 활동의 장
•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기 관리, 여가 선용, 힐링, 평생교육의 장
• 교직원들을 위한 체육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힐링과 친목, 자기 연찬, 여가선용의 장
프로 골퍼 강사님과 현직 교사, 전문궁사와 함께 재미있고 정확하게 골프를 배우고, 즐거운 간이 경기와
지역 골프장과 국궁장에서 펼치는 골프대회, 국궁대회 통해 학생들을 꿈과 끼를 키워가는 미래지향적 인재
로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jukam.es.kr/ - 홍보 동영상, 활동사진, 참가신청서 등 자료 다운로드
♠ 참가신청: 공문, 팩스, 담당교사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수신 후 연락드립니다.)
♠ 문의 : 담당교사 이영진(010-9060-9128)

1일 체험 프로그램 (3시간/기본교육)
골프중심

안전교육-기본자세-스윙-퍼팅
간이경기 / 스내그골프

국궁중심

안전교육-기본자세-시위당기기
-활쏘기-정리운동-팀경기

골프+국궁

수요자 상담 후 조정

*
*
*
*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5주이상 참여자)
1회(3시간): 기본교육, 인성교육
- 안전교육,기초이론,기본자세,기본기능
골프중심 5~10회: 기능 숙달 연습
- 개인연습, 팀경기(스윙,퍼팅),간이 경기
1회(4시간): 실전골프대회 (은봉골프클럽)
1회(3시간): 기본교육, 인성교육
- 안전교육,기초이론,기본자세,기본기능
국궁중심 5~10회: 기능 숙달 연습
- 개인연습, 팀경기(활쏘기)
1회(4시간): 실전국궁대회 (감악정)

골프+국궁

수요자 상담 후 조정

프로그램은 참가자 연령, 흥미, 참여도, 습득 속도,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궁 체험은 프로 전문궁사(감악정 사두)에게 지도 받아 본교 교사가 진행합니다.
골프 체험은 프로골퍼 전문강사가 주로 지도하고 본교 교사가 지원합니다.
프로젝트체험 참가자는 지역유관학습장에서 실시하는 실전대회 참여 가능합니다.

체험
체험 학습장
학습장 시설
시설 현황
현황 ∙∙ 활동
활동 모습
모습
구 분

시설 현황

국궁장

• 안전펜스 20m, 비거리 약 20m, 과녁 2개, 활 30개, 화살 200개, 깍지 40개, 응급약품

골프
연습장

• 길이 50m, 폭 30m, 면적 1,673㎡ ,비거리(비거리 150m) 규모는 12타석(2층),
대기석 36석, 골프세트(학새용 12세트, 성인용 5세트) 연습공 2000개, 분배기
12개, 화장실(남녀 각 1실), 스내그골프 2세트, 게이틑볼 2세트, 장갑100세트

퍼팅
연습장

•퍼팅연습장 길이 30m, 폭30m, 퍼팅 연습기 12조

지역사회 연계 기관 MOU 업무협약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린 파3 9홀, 총55타석, 스크린골프장, 샤워실, 휴게실, 식당, 구급실
코스 : 들판, 구릉, 산림 등 66만~100만㎡의 seaside코스, inland코스 완비
은봉
골프
클럽

면적 12,000㎡, 비거리300m, 과녁3개, 실내교육장 1실, 전문 궁사 사두 4명
감악정
국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