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정책은 우리의 손으로  

‘제6회 몽실(夢實)학교 정책마켓’프로젝트 학생 모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몽실학교(경기꿈의학교)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혁신적인 정

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배우며, 실질적으로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프로젝트’에 참여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 몽실(夢實)정책마켓: 아동, 청소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혁신적인 정책과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배우고, 실질적인 구매자에게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정책 박람회

∙ 정책마켓 프로젝트: 청소년이 4~6개월 동안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과정을 학

습하고, 직접 삶과 연결되는 학교・지역・사회의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학

생 주도 프로젝트

∙ 정책마켓 행사: 정책 입안자[정치인, 행정가 및 시민(유권자)]를 초대해 생산한 정

책을 판매하는 행사로, 판매는 계약과 지지, 정책 결정권자의 약속으로 이루어짐

  참가학생 모집

    ○ 대상: 정책 개발과 실행에 관심이 많은 의정부, 동두천양주, 포천 관내 

             초5~고3 연령대 청소년 15명 내외

    ○ 모집기간: 2022. 7. 4.(월) ~ 7. 13.(수) 13시

    ○ 신청방법: 링크 ☞ http://naver.me/5TvVKfcc

                 또는 QR 코드 접속 후 신청 

   정책마켓 프로젝트(정책발굴 및 실행연구) 운영

    ○ 활동방법: 블랜디드 러닝(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병행)

    ○ 활동기간: 2022. 7월~ 11월 (15회, 30시간)

    ○ 활동장소: 몽실학교(의정부시 호국로 1287), 비대면 활동일 경우 ZOOM 활용

    ○ 활동일정 ☞ 자세한 활동 일정 뒷면 참고

제2022-호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2. 7. 1.

담당 : 교사 김철
☎ 교무실 (031) 535-0551, ☎ 행정실 (031) 535-8030, FAX (031) 536-0135  (우) 11112 이동면 성장로 869번길 4

http://naver.me/5TvVKfcc


   유의사항

   ※ 활동기록: 전체 과정 70%이상(21시간 이상) 참여 시,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활동 또는 진로활동 입력

   ※ 뒷면 일정을 잘 확인하여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 

후 불참할 경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 7.18.(월) 확정 학생에게 운영 및 첫 모임 일정 개별 문자 안내

   ♣ 문의: 의정부몽실학교 (031-830-8810)      ▼ 자세한 활동 일정 뒷면 참고

◇ 2022 ‘제6회 몽실학교 정책마켓’ 프로젝트 활동 일정

순 일정 시수 추진내용 비고

1 7.26.(화) 2 - 몽실정책마켓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2 8월 8

<여름방학 집중 프로젝트>
 ▸주변 문제 상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문제 상황 해결방안 제시
 ▸자료조사 및 해결방안 제안
 ▸정책 구체화

자세한 
일정은 

학생 모집 
후

결정

3 9월 중 6 -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4 10월 중 2 - 정책제안서 상호피드백 및 수정

5 10.21.(금) - 최종 정책 제안서 제출

6 10.29.(토) 4 - 의정부 지역 유관기관 연합 정책제안포럼

7 11.5.(토) 4 - 제 6회 몽실(夢實)정책마켓 행사 운영 ※ 필참

8 11.19.(토) 4 - 의정부몽실학교 10.세.기 축제 정책 부스 
운영(의정부 청소년교육의회 연합) ※ 필참

총 활동 시수 30

 ※ 자세한 정책마켓 일정은 학생 모집 후 결정, 참여 학생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7월  1일  

포 천 노 곡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