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통신문 2020 – 19호 >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일동인 육성”

가  정  통  신  문
Reliable 믿을만한 사람

Responsible 책임지는 사람

Respectable 존경받는 사람

우)480-851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79번길 28   교무실(031)532-3815  FAX(031)532-4815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기 꿈의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 1학기 경기의 대학이 운영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방법 

가. 경기꿈의 대학 홈페이지 (udream.goe.go.kr)에서 학생 본인이 회원가입

나. 해당 고등학교의 경기품의대학 담당 선생님이 확인 후 승인 처리 

다. 수강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최대 3강좌까지 수강 신청

2. 수강신청 일정 : 2020.04.22.(수) ~ 2020.05.07.(목)

◦ 1차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0.04.22.(수) 08:00 ~ 2020.04.27.(월) 09:00

  발표일시   2020.04.27.(월) 18:00 이후

  ◦ 2차 수강신청 신청기간   1차 수강신청 결과 발표 이후 ~ 2020.05.01.(금) 09:00

   발표일시   2020.05.01.(금) 20:00 이후

  ◦ 추가 신청     신청기간   2차 수강신청 결과 발표 이후 ~ 2020.05.04.(월) 09:00

                  최종발표   2020.05.04.(월) 18:00 이후

  ◦ 최종발표 후 정원미달 강좌 선착순 모집

                 신청기간   최종 수강확정 학생 발표 이후 ~ 2020.05.07.(목) 18:00

                 주요사항   최종발표 후 정원미만 강좌에 대해 선착순 추가 신청 

     ※ 취소기간 2020.04.22.(수) ~ 2020.05.03.(일) 09:00까지 취소 가능, 이후 취소 불가  

     ※ 수강신청일정 및 주요 운영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

2020년 4월 6일

  일 동 고 등 학 교 장

■ 경기꿈의대학이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서 특별 개설한 강좌를 희망 선택에 의해 수강하고,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 교육프로그램

가.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무학년제)

나. 기간 : 5월 18일(월) ~ 7월 25일(토) 8주간 운영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개강 후 2주차까지 온라인 강좌로 운영 

※ 2020.06.15.(월)부터 오프라인 수업 실시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강좌 운영 기간 확대 )

※ 휴강기간 2020.05.25.(월)~06.07.(일) 지필평가 준비 공통휴강기간 

다. 시간 : 주중 19:00~20:40(100분), 토요일 10:00~11:40(100분) 운영 (8주차에는 3차시 운영)

라. 비용 : 무료수강(단, 실험실습비 및 재료비의 경우 자비 부담 발생 가능)

마. 기록 : 별도 평가 없이 70%이상 출석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재 

2020 경기 꿈의대학 1학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