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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진흥 프로그램 북 아트

  지난 9월 23일, 5학년 교실에서는 포천교육도서관 지

원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북 아트 수업을 실시했다.

북 아트는 책을 읽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 

활동과 사고 확장의 결합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활동이

다. 5학년 김OO 학생은 “짧은 시간에 작품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힘들었지만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나만의 책을 완성해서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노출된 시간이 많은 아이들에게 책에 대

한 흥미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된 뜻깊은 행사였다.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인형극

  포천시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인형

극’이 지난 9월 23일 본교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1~2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재밌

고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인형극의 제목은 ‘건강한 응가맨과 컬러푸드’이며, 색

깔별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매일 건강

한 응가맨을 만날 수 있고 몸도 튼튼해진다는 내용이다. 

노래와 율동, 레이져쇼 등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교육효과가 높았다.

   

   2019년 에코에듀 체험교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송우초 에너지 환경교

육 체험교실”이 다함께 꿈터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본교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소속 교사의 지도 아래 재

활용 골판지를 활용한 에코토이 메이커 활동, 플라스틱

의 사용을 줄이고 에코소재를 활용한 에코아트 활동, 생

활 속 발전기를 체험하고 에코 에너지 메이커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의 

환경을 지키는 송우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

울  림
The Song Woo Letters



   3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지난 24일(화) 3학년 학생들이 일산 아쿠아플라넷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아쿠아플라넷에서 학생들은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특징을 요약하는 활

동을 하였다. 

   

   

  딥블루오션, 오션아레나, 정글스카이팜 등 다양한 장

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하였다. 과학시간에 

배웠던 물에 사는 동물을 실제로 관찰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9월 26일에는 포천에 있는 사과농장으로 특수학급 현

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먼저 그곳에서 수확한 사과를 

직접 갈아서 만든 사과파이를 만들었다. 밀대로 반죽을 

얇게 밀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사과잼을 올렸다. 파

이가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레일썰매와 트램플린을 신

나게 탔다. 사과잼이 나오는 기계를 함께 구경하고 잼을 

튜브용기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미니사과를 땄다. 꼭지를 5번 돌리니 잘 익

은 사과들은 잘 따졌다. 아직 덜 익은 사과들은 잘 따지

지 않아 여러 번 꼭지를 돌려야 했다. 아름다운 농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오는 소중한 체험학습이었다.    

   

   [책과 노니는 맘] 독서 토론 동아리

  솔모루 도서관에서는 학기 초에 희망 회원을 모집하

여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 토론 동아리 [책과 노니는 맘]은 배움 공동체 

학교문화 조성 및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매달 한 권의 어린이 도서를 읽고 비

경쟁 토론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책 읽는 가정, 토론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정기모임에서는 [까만 아기 양] 도서를 

읽어와서 차별 편견 자존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컵스카우트 Vision Rescue 체험

  지난 9월 27일 컵스카우트 학생들은 고양 서삼릉 청

소년 야영장으로 Vision Rescue 체험을 다녀왔다. 학생

들은 VR기기를 활용하여 실제 지진 상황과 흡사한 환경

을 구현한 지진 대피 상황을 체험해 보았고, 시뮬레이터와 

연결된 심폐소생기를 활용하여 CPR(심폐소생술) 체험을 해보

았다. 또 스마트기기를 연결한 로봇을 직접 작동시켜보기도 

하였고, 스마트폰 모션제어 기술을 활용해 드론을 직접 조

종해보기도 하였다.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스카우트 

학생들은 첨단 사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조작해보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