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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배움 행복한 나눔으로 멋과 꿈을

키워가는 시흥장현 BEST 교육

( 3-4 )월
2022. 4. 30

멋과 꿈을 키워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온라인 학부모총회

1학년(장애이해교육)

2학년(마을보물찾기! 생태체험)

3학년(친구사랑주간)
)

4학년(장인 체험
탐구생활- 짚풀공예)

5학년(과학의 날 행사
고무동력 윈드카 만들기)

6학년 (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에코롱롱-내 손안의 작은 발전기 )

다함께 꿈터 외부모습

다함께 꿈터 내부모습

지혜의 도서관 내부모습1

1학년교실 전경

전교실 디지털도어록 설치

교직원 소통과 화합의날

주차장후문 철죽 식재

지혜의 도서관 내부모습2

지혜의 도서관 외부모습

찾아오는 이동도서관 체험

식물가꾸기

꽃심기

모종심기
5월 중 추진 사업

출입문 자동시스템 구축
돌봄실 비디오폰 설치

환경판 정비

1.
2.
3.
4.
5.

교무실 리모델링 공사
각 교실 기자재 정비 및 재배치
각종 도서 구입
화단정비
수목소독

4월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일/요일

교육활동

비고

일/요일

교육활동

1

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1,4학년)

16

토

2

토

17

일

3

일

18

월 *스마트폰관리주간(2)(전학년)

비고

친구사랑주간(2)(전학년)
등교 수업 현황 제출
학부보상담주간(전학년)
학부모 총회 모니터링 결과 제출(교사 오보람)
4

월 학부모상담주간 (유치원)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흥시청뒤뜰공원,1-4교시, 2학년 )

19

화

20

수 내PC지킴이(사이버보안진단)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4학년)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 (줌, 9:30 ~12:50)

등교 수업 현황 제출
원예체험활동(유치원)
5

화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흥시청뒤뜰공원,1-4교시, 2학년 )

장애인의날행사(2)(전학년)

시흥시 체육회 방문체육활동 (유치원-매주 화요일)

6

수

7

목

8

9

제 1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14:30)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21

목 기획위원회 3시 30분

22

금

금 학사 운영 현황 제출

23

토

토

24

일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학교 홈페이지 담장자 교육( 정은영 실무사)
소분과 기획위원회 3시 30분

학사 운영 현황 제출
찾아가는에너지학교에코롱롱(6-2/4,5교시)

과학의달행사주간(2)(전학년)
10

일

25

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주간(전학년 25~29일)
등교 수업 현황 제출

11

월 등교 수업 현황 제출

12

화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흥시청뒤뜰공원,1-4교시, 2학년 )
장인체험 탐구생활(짚풀공예) 4-3

26

화

27

수

소통과 화합의 날(교직원회의) 3시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교직원 장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13

수

14

목

15

금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유치원)

장인체험 탐구생활(짚풀공예) 4-2

소분과 기획위원회 3시 30분
장인체험 탐구생활(짚풀공예) 4-1

소분과 기획위원회 3시 30분

28

애인식개
목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
선 온라인
반
교육

29

금 4월 출결마감

30

토

2022학년도 학년 기초학력 진단 활동 취합결과 제출(업무관리)
찾아가는에너지학교에코롱롱(6-1/ 4,5교시)

5월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요.
일/요일

1

2

3

교육활동

일

시흥창체 (5-1) 가마터 아트스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인터넷 스마트폰 진단조사 결과 치유서비스 지원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활동 시작(외부강사)
월
2학년 구강검사(2일~7일)
1,4학년 건강검진 시작
마을스포츠클럽(농구)
6학년 3반 녹색학부모회 활동(4/28~5/13)
2학년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흥시청뒤뜰공원,1-2교시: 1,2반,
3-4교시:3반)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화
2학년 한글해득진단검사 결과 제출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유치원 어린이날 행사 및 어버이날 카네이션 원예 활동

비고

일/요일

16

17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2,3학년 다문화 감수성 교육(1-2교시:2학년,3-4교시:3학년)
화 다가치 평화학교(4학년 회복적생활교육)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청주변숲,1-4교시,1-1,2)

18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4,5학년 다문화 감수성 교육(1-2교시:4학년,3-4교시:5학년)
수 특수학급 찾아오는 이동 도서관 프로그램(4교시)
체인지메이커 워크샵(5-1반, 1-4교시) 외부강사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시청주변숲,1-4교시,1-3,4)

4

수

5

목 어린이날

20

6
7

금 학교장재량휴업일
토

21
22

8

일

23

9

10

등교 수업 현황 제출
6학년 텃밭생태교육(3,4교시)
월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활동(외부강사)
3학년 구강검사(9일~14일)
마을스포츠클럽(농구)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다가치 평화학교(4학년 회복적생활교육)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화
2022 시흥 유·초등 원장·교장과 함께하는 시흥지역 탐방 연수
(학교장, 10시~16시)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학교주변숲,1-4교시,1-1,2)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에코롱롱(6-3/4~5교시)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마을교육과정-생태체험(학교주변숲,1-4교시,1-3,4)

11

수

12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소분과 기획위원회 3시 30분
목 유치원 자연놀이활동,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시작,유
치원 장애이해교육
1학년 도서관 이용자교육

13

14
15

* 6학년 교육연극(1교시 1반, 2교시 2반, 3교시 3반)
학사 운영 현황 제출
금 유치원 찾아오는 동물 원내체험 활동(외부강사)
특수학급 특수체육&뉴스포츠(3~4교시)
제3회 학생자치회회의(13:30/5층 학생자치실)
토
일

교육활동

5학년 1반 녹색학부모회 활동(5/16~5/27), 5학년 구강검사
(16일~21일)
통일교육주간(2)(전학년), 다문화주간(2)(전학년)
1학년 다문화 감수성 교육(1-2교시:1,2반, 3-4교시:3,4반)
월 시흥창체-가마터 아트스쿨(5-2)
등교 수업 현황 제출
6학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프로그램 진행 (2,3,4교시)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마을스포츠클럽(농구)

19

24

25

26

27

28
29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목 소분과 기획위원회 3시 30분
유치원 자연놀이활동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6학년 교육연극(1교시 1반, 2교시 2반, 3교시 3반)
6학년 다문화 감수성 교육(1-2교시:1,2반, 3-4교시: 3반)
금 시흥과학실험실 현장 안전점검 ( 14:00~ 이상은 최기영)
유치원 역통합활동
특수학급 특수체육&뉴스포츠(3~4교시)
토
일
금연캠페인주간(2)(전학년)
등교 수업 현황 제출
6학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프로그램 진행 (2,3,4교시),
6학년 구강검사(23일~28일)
월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마을스포츠클럽(농구)
방과후학교 2기 수강 신청(23일~25일)
시흥창체-우리 동네 한옥체험(3-3)

다가치 평화학교(4학년 회복적생활교육)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
화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방과후학교 2기 수강 신청(23일~25일)
금연캠페인(08:20~09:00) 학생자치회 활동(정문, 현관)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수 소통과 화합의 날(교직원회의) 3시
방과후학교 2기 수강 신청(23일~25일)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기획위원회 3시 30분(교장실)
목
유치원 자연놀이활동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2,3,5,6학년 소변검사
* 6학년 교육연극(1교시 1반, 2교시 2반, 3교시 3반)
학사 운영 현황 제출
금 특수학급 특수체육&뉴스포츠(3~4교시)
제4회 학생자치회회의(13:30/5층 학생자치실)
학생자치회 간담회(14:10/교장실)
토
일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