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적십자 진로체험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안내

적십자 나눔과 생명스쿨

추진배경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를 열어주어 자기 주도적 진로를 개척해 가는
창의융합미래인재육성

1.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법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인프라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③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민 참여형 적십자 프로그램 홍보방안 부재에 따른 대책 요구
3.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로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홍보 필요

추진목적
1. 「진로교육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
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홍보 및 ‘미래의 적십자人’ 양성
3.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보급

2019 운영개요
1. 프로그램명 : 적십자 나눔과 생명스쿨
2. 운영기간 : 2019. 3. 1. ~ 12. 31.
- 필요 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 운영 가능

3. 프로그램 구성
과 정 명

시수
(H)

운영부서

교육내용

RCY본부

⦁인천 소재 적십자 기관 및 사업 전반
소개(직업 설명 및 인도주의활동 소개)

[필수]
직업으로서
적십자人

1

⦁나눔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필수]
생명 나눔
직업 견학
[선택]
자원봉사체험

1

혈액원 또는
병원 또는
사할린복지회관

1

RCY본부
구호복지팀

비 고
⦁국제인도법 보급
⦁RCY길라잡이 활용

⦁생명 나눔 기관 견학 등

⦁기관은 월단위로 변경

⦁(선택) 우정의 선물상자 제작

⦁자원봉사체험

⦁(선택) 제빵체험 및 빵 기부

⦁3시간 소요(봉사시간)

4. 운영방법
가. 접수방법 : 행자부유통망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
- 만14세 이상 학생 : 붙임 1 작성, 만14세 미만 학생 : 붙임 2 작성하여 첨부

나. 교육대상 : 중, 고등 청소년 20~40명/회
다. 참가자 선정 :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
- 단, 선택 봉사프로그램은 ①희망천사학교 가입교, ②RCY결단교, ③중학교 순으로 우선 운영

라. 문의 : 032-810-1321, 나눔과 생명스쿨 담당자

붙임 1. 적십자 나눔과 생명스쿨 신청서(만14세 이상) 1부
2. 적십자 나눔과 생명스쿨 신청서(만14세 미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