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레인보우메이커‘10월 프로그램-

제작하고 만들어보는 한국사, 손바느질 토끼인형 만들기’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천미래교육센터(주차- 선단동 체육센터 옆 주차)에서는 학생주도 창작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신장하고자 10월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 2022.10.08.(토) ~ 2022.10.22.(토) 

 2. 운영 대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3. 운영 장소 : 포천미래교육센터(선단초 별관4층) ※선단동체육센터 주차장 앞

 4. 프로그램 안내

  가. 초등프로그램

수업주제
제작하고 만들어보는 한국사

-조선의 군사과학 : 거북선, 판옥선 만들기-

수업일시 
초등 1~3학년 : 10:00 ~ 12:00

초등 4~6학년 : 14:00 ~ 16:00
수업장소   포천미래교육센터 

수업대상
오전 : 관내초등학생 1~3  15명 이내

오후 : 관내초등학생 4~6  15명 이내

프로그램 

내용

오전

(2시간)

초등1-3학년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이순신과 수군의 대표적인 전

투를 학습하고, 이때 사용된 거북선과 판옥선을 직접 

만들어보며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오후

(2시간)

초등4~6학년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이순신과 수군의 대표적인 전

투를 학습하고, 이때 사용된 거북선과 판옥선을 직접 

만들어보며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프로그램

신청기간
2022. 09.21.(수) 09:00 ~ 09.27.(화) 24:00

프로그램

신청방법
구글폼( or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선착순 신청

프로그램

신청주소

   

    https://forms.gle/SZAAuq1ZVMwAji8PA

 

제2022-108호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2. 9. 20.

담당 : 교사 김철
☎ 교무실 (031) 535-0551, ☎ 행정실 (031) 535-8030, FAX (031) 536-0135  (우) 11112 이동면 성장로 869번길 4

https://forms.gle/SZAAuq1ZVMwAji8PA


나. 초․중등프로그램

수업주제 포근포근 손바느질 토끼인형 만들기

수업일시 
1회차 : 2022.10.08.(토) 10:00 ~ 12:00

2회차 : 2022.10.22.(토) 10:00 ~ 12:00
수업장소   포천미래교육센터 
수업대상 초등 4학년 ~중학생 10명이내

프로그램 

내용

1회차

(2시간)

l 기초바느질 익히기

- 실꿰기, 홈질, 박음질, 마감하기 배우고 익히기

l 토끼인형 만들기

- 도안 이해하기

- 토끼인형 만들기
2회차

(2시간)

l 토끼인형 완성하기

l 토끼인형 이름지어주고 수업후기 나누기
프로그램

신청기간
2022. 09.21.(수) 09:00 ~ 09.27.(화) 24:00

프로그램

신청방법
구글폼( or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선착순 신청

프로그램

신청주소

  

     https://forms.gle/wg7PekFeuzpKzG3X9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 이수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프로그램 수업을 모두 참석한 학생만 이수

2022년  9월  20일  

포 천 노 곡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https://forms.gle/wg7PekFeuzpKzG3X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