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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지원반 현장체험학습

  지난 7월 18일, 통합지원반 학생들은 의정부에 소재
한 ‘우리소극장’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현
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연극수업에 앞서 실제 연극을 
관람하고 오는 시간으로 계획하였다. ‘소가 된 게으름뱅
이’ 연극을 관람하였는데 연기자들의 연기도 훌륭하였고 
종이인형극도 함께 볼 수 있어 학생들이 집중해서 연극
을 관람할 수 있었다.

  연극을 보러 가기 전 사전학습으로 ‘소가 된 게으름뱅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학생들 모두 연극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치며 
웃는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주인공 역할을 맡은 연기자
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장면에서 
폭소가 터졌다. 

  통합지원반 학생들은 지금까지 왔던 현장체험학습 중
에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다. 연극을 보기 전에 잠깐 이
용했던 놀이시설에서 놀았던 것도 정말 좋았다고 했다. 
관람했던 연극은 역할과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 맞게 재
구성하여 연극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학기 하이드림, 드림 하이 페스티벌

  7월 19일, 전교생 대상으로 직업 실무체험 ‘하이 드
림, 드림 하이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직업체험은 송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험을 희망하는 직업군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년군별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직업들
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직업조사를 통한 17개 직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학생
들은 경찰관,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로
봇 전문가, 애견훈련사, 미술치료사 등 원하는 직업을 
경험해 보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체험
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업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
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방송체험을 통해 내가 직접 촬
영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앞
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한 송우 교
육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몰입형 현장체험학습

  지난 7월 20일,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중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희망자 20명이 파주 
체인지업 캠퍼스(파주 영어마을)에 다녀왔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영어몰입형으로 원어민 강사 2
명이 진행한 영어 활용 수업과 <로빈 후드>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어 뮤지컬에 참가하였다. 캠퍼스 내에서 영
어로만 말하고 외국인과 사진 찍어오기 미션을 수행하
는 등 교내에서 체험해볼 수 없었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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