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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송우 학생 맞춤형 영어튜터제 

  3~6학년 학생들 중 영어에 관심이 많으면서 학원 시

간과 겹치지 않는 희망학생들(1학년 1명, 5학년 4명, 6

학년 3명으로 총 8명)에게 6월 4일부터 매주 화, 목, 금

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본관 3층 영어

실에서 교육부지정 초등파닉스 영단어 교재로 진행하는 

영어 단어 읽기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영어튜터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읽기 방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영어에 대한 흥

미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

느 정도 영어 읽기가 가능한 학생들도 참석하게 되면 

영어동화 100편이 수록된 교재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과학지식동화들을 영어로 읽어보는 수업도 진행할 계획

이다.

   장애학생(신변)안전교육

  지난 6월 13일 통합지원반에서는 장애학생 7명을 대

상으로 신변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종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먼저 신변

안전의 개념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민

아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청하였다. 이를 통

해 반 친구에게 도움 요청하기, 경찰에게 도움 요청하

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도움 요청하기 방

법을 익힐 수 있었다.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파출소와 

동떨어진 곳에서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가까운 편

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

한 유익한 안전교육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6월 15일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 21회 늘푸

른 청소년 예술제 및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가 열렸다. 

  예술제에 참가한 포천시의 약 30여 개의 초중고 학생

들은 합주, 합창, 사물놀이, 밴드, 댄스 등으로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예술제의 합주 부문에 참가한 송우초등학교 난타부 

학생 18명은 3번째로 무대에 올라 휘모리장단을 무반주

로 연주한 다음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멋진 합

주를 하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힘차고 열정적인 연주로 평소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환호해 주었다. 

  이번 예술제는 난타부 학생들과 포천시의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울  림
The Song Woo Le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