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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바다뜰3다 요트체험(전곡항)

9월에 있었던 일
<The events of September>

8/21

개학식(각 반에서 선생님과 ~~~)

8/23~24

태풍솔릭으로 단축수업 및 임시휴업

8/27

2학기 학급임원 선거

8/28

바다뜰3다 요트,갯벌체험(4,5학년)

8/29~31

바다뜰3다 요트체험(1,2,3,6학년)

9/4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음식만들기

9/8

스카우트 물놀이활동(천안오션파크)

9/11

졸업앨범 개인촬영

9/12

제408회 민방위 지진대피 훈련

9/17~18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실시(전교생)

9/19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급간담회

9/24~28

추석연휴 및 재량휴업일(27~28일)

8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바다뜰3다 요트체험을
전곡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요트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스카우트 물놀이 활동(천안오션파크)
9월 11일 토요일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천안에 있는 오션
파크로 물놀이 활동을 다녀
왔습니다. 대원들은 대장과
보장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친구간에 우정을 나누는 등
사회성을 기르는 좋은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급 임원선출

10월의 행사 계획

8월 27일(월) 2학기 학급
자치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학급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학년반
3-1
4-1
5-1
6-1

회 장
최ㅇ준
홍ㅇ백
고ㅇ솔
정ㅇ민

부회장
윤ㅇ수
조ㅇ연
이ㅇ재
정ㅇ민

<School Events for October>
일

월
1

화
2

수

9
한글날

10

11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작 가 와 의 잔치 찬조
만남의날
▶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
공연참가

12

▶생명존중
캠페인주간
▶독도사랑
교육주간

21

22

6

▶ 이 우 영 ▶서신면 경로

13

▶다가치 화성 ▶6학년 주제별 ▶학교스포츠
클럽 줄넘기
탐사대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수원,11일~12일) 대회 참가
(1~5학년)
▶6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원,11일~12일)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음식만들기
3~4학년을 대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이
9월 4일(화)에 실시되었습니다.
주제는 저염 고추장 만들기.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우리 맛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재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5

토

4

수영,1-2학년)

8

금

3
개천절

▶학교민주주의 ▶ 문 화 예 술
지수 설문조사 체 험 학 습
▶2차 학교폭력 ( 하 피 랜 드
실태조사 실시

7

목

▶컵스카우트
고적답사 하이킹

▶창의지성 학
생동아리축제
(교과특성화)
▶화성시동요
대회출전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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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담회
졸업앨범 촬영
9월 11일(화)에는 6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벌써 졸업을
앞두고 앨범사진을 촬영하
려니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한 얼굴이었지만 한편
으로는 기대와 희망에 부푼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졸업앨범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제408회 민방위날 지진대피 훈련
9월 12일(수) 제 108회
민방위날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친구들은
안전하게
머리를 가리고 재빠르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진 시 대처방법을
배우고
위기대응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였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9월 17일(월)부터 18일
(화)까지 화성시 주관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음악특강
우리학교는 문화예술 교육
으로 1~2학년은 오카리나
3~4학년은 하모니카 5~6
학년은 통기타 수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러악기를
접하며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
문화예술인이 되어보는 우리
서신친구들입니다^^

9월 19일(수) 교육과정설명회 및 학급간담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는 1부 학교 교육
과정 및 학부모 청렴연수, 2부 담임교사와의 학급간담회로
구성 운영되어 학급과 학부모의 소통의 기회가 강화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캘러그라피)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5월
부터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캘러그라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
학부모님의 참여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신초 영재학급 운영 및 공개수업
우리학교의
영재학급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소트프웨어 융합과목
으로 운영되며 과학캠프
포트폴리오 만들기, 산출물
발표대회 등의 교육활동이
진행됩니다. 9월 18일(화)
에는 공개수업이 진행되었
습니다.

찾아가는 드론스쿨 수업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되는 ‘코딩으로 배우는
드론’ 프로그램은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키우고 학습능력 또한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링타임 텃밭가꾸기
힐링타임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배추모종과 무씨를
잘 자라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고마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학교 QR코드
우리학교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교
소식을 알 수 있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