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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급 공개수업

  지난 9월 10일(화)에 영재학급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이 

있었다. 그동안 영재학급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

해 하셨을 학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공개수업으로 「우

주탐험」을 주제로 과학과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전 시간

에 배운, 우주로 올라가기 위한 발사체 만들기에 이어 

본 수업에서는 화성에 착륙하기 위한 착륙선을 설계하

고 제작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배워 적용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영재학급 수

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지난 16일(월) ~ 20일(금)까지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을 운영하였다. 이번 상담주간은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

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다. 

담임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학업, 

진로, 교우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학부

모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학부모 상담주간을 통하여 학

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

께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6학년 문화 체험학습

  지난 9월 16일(월) 6학년 학생들이 「포천 청소년 문

화의 집」으로 문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평소에 학교에

서 체험해볼 수 없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VR 등의 기술

체험과 함께 노래방과 실내 스포츠 시설, 만들기 강좌 

등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날씨도 좋아서 학교 밖을 벗어나 즐거운 기분으로 다

양한 체험들을 하며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학생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간은 9월 17일(화)~30일(월)까지

이며, 학급별로 설문지를 통해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

다. 대상은 4,5,6학년 학생들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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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국립수목원 현장체험학습

  9월 18일(수), 4학년 학생들은 과학과 교육과정을 연

계하여 국립수목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책으

로만 접하던 식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만져보며 다

양한 식물들의 특징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특히 식물의 쓰임새에 대해 색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관상용

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쓰이고 있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고, 직접 수목원을 돌

아다니며 해당 식물들을 찾기 위한 탐사를 떠나보았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4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식물의 

생김새 및 특징, 생활 속에서의 활용사례를 알게 되었고 

생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다.

   장애학생진로교육

  9월 20일 금요일 1교시에 장애학생진로교육 요리활동

으로 “마카롱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아몬드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체에 쳐서 곱게 내리고, 계란흰자를 거품기로 

섞는 활동에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식용색소를 넣어 흰색이던 반죽색깔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변할 때 아동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신기해 

하였다. 마카롱 반죽이 조금 굳을 때까지, 또 오븐에 넣

고 꼬끄가 익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를 통

해 아동들은 요리사라는 직업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

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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