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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안전교육(응급처치)

  11월 4일 월요일 1교시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응급한 상황

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자세히 배우고 하임리히구조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 학습하였다. 우선 동영상과 강의식으

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한명씩 실습을 하면서 응급

처치를 익힐 수 있었다.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팔꿈치를 정확하게 펴고 시행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하임리히구조법에서는 어느 위치를 밀

어 올려 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에게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고 자신의 몸으로 실

습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였다. 오늘 실습한 

내용들이 실제상황에서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생활 장

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통합지원반 친구초청시간 운영

  11월 7일 1교시에 통합지원반에서 친구초청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통합지원반 학생들이 친구들을 초

청하여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친구초청시간에는 연극

을 함께 연습해 보고 대사를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

다. ‘꿈속에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전통연극속의 주

인공이 되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극연습에 앞서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

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그동안 자신에

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고마웠고 오늘 연극수업에 초

대해 주어서 고맙다.” 등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

하는 정겨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통합지원반에서는 올 

12월 말에 연습한 연극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

을 가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멋진 공연이 기대가 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족캠프

  지난 9일(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족캠프가 있었

다. 우리 학교에서는 3가족, 총 15명의 학생 및 학부모

가 캠프에 참여하였다. 다른 학교 가족들까지 총 80명

이 아침 8시에 대경중학교에 모여 2대의 버스에 각각 

나누어 타고 인천 송도로 떠났다. 10시쯤 BMW 드라이

빙센터에 방문해 여러 가지 자동차를 구경했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로 이동해 보트 체험활동을 하였다. 주

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몬스터 VR 체험활동을 하였

으며 홀로그램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다. 

간식으로 핫도그를 먹고 송도 전망대로 이동했다. 33층

으로 올라가 인천 주변 풍경과 바다를 보았다. 의정부로 

이동해 저녁을 먹고 캠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가족캠프

를 통해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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