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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배움 행복한 나눔으로 멋과 꿈을

키워가는 시흥장현 BEST 교육

멋과 꿈을 키워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유치원
(낙하산놀이)

4학년
(문화유산전래놀이)

창고문 교체전

창고문 교체후

1학년
(마을숲탐방활동)

2학년
(나뭇잎으로 손수건 염색)

3학년
(다문화감수성교육)

5학년
(도자만들기체험)

6학년
(생태 텃밭교육 )

교직원 소통과 화합의날

학생자치회 스마트폰
사용캠페인

보건 금연캠페인
치약나눔 행사

수목 방재작업

6학년 생태 텃밭교육

교무실 리모델링 전

교무실 리모델링 후

연성마을교육자치회 MOU 협약

교육공무직원 간담회

기상청 지진 안내
시스템 점검

각 교실 칠판 교체 전

각 교실 칠판 교체 후

6월 중 추진 사업
1.
2.
3.
4.
금연 행사

냉난방기 필터청소

보건실 리모델링 설계
각종 도서 구입 및 서가구입 배치
아침맞이 행복콘서트
소방훈련장비 점검

5월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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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요.
학교행사

1

수

지방선거일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기자재 점검의 날 (함께만드는문서>학교양식 참고)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유치원 자연놀이 및 텃밭활동
6학년 졸업앨범 촬영(실내)
4학년 1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2학년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특수학급 뉴스포츠&특수체육
인권주간(5.30~6.03)
6학년 교육연극(1~3교시)
인권교육 교직원 연수(3시~4시)

비고

학교행사

16

목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4-6 영어전담 학부모공개수업(4교시,5-3반 교실)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유치원 자연놀이 및 텃밭활동
4학년 1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2학년 마을교육과정-전래놀이(외부강사,2-4교시,2-1,2,3반)

17

금

2학년 학부모공개수업(2교시)
특수학급 뉴스포츠&특수체육
6학년 동네언니마을교육과정-연성 생태지킴이(1~6교시)

18

토

2

목

3

금

4

토

19

일

5

일

20

월

6

월

현충일

21

화

화

동네언니프로그램-전래놀이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4학년 1~3반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방과후학교 2기 수업 시작(~9.2)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10:00-10:30)
학교로 찾아가는 혁신학교 공감 토크(3시, 5층 시청각실, 조성현
장학사)
4학년 2,3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시흥창체(6-2,3
요트 세일링-시화호 요트아카데미훈련장)-1~6
교시

22

수

도서관-한 권 읽기(2-3교시, 3-1)
찾아가는 4대폭력(5학년, 2~4교시)

목

4학년 1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3-4 영어전담 학부모 공개수업(3교시,3-1반 교실)
3학년 학부모 공개수업(4교시)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유치원 자연놀이 및 텃밭활동
찾아가는 4대폭력(4학년, 2~4교시)

24

금

합동소방훈련(2)(전학년,2-3교시)
유치원 역통합활동
특수학급 뉴스포츠&특수체육
제 5회 학생자치회 회의(14시40분, 5층 학생자치회실)
학생자치회 간담회(15시00분, 교장실)
6학년 동네언니마을교육과정-연성 생태지킴이(1~6교시)

25

토

7

8

수

23

기자재 점검의 날 (함께만드는문서>학교양식 참고)
학생생활인권규정 담당자 연수(15:00~, 에코센터 초록배곧홀 김
은경)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유치원 자연놀이 및 텃밭활동
성인지 안전지도 제작(6-2반)
1학년 입학100일 행사(3-4교시)
4학년 1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유치원 역통합활동
특수학급 뉴스포츠&특수체육
제 4회 학생자치회 회의(14시40분, 5층 학생자치회실)
6학년 교육연극(1~3교시)

생명사랑주간(6.20~24)(전학년)
마을스포츠클럽(농구)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찾아가는 4대폭력(6학년, 2~4교시)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체육전담 학부모 공개수업(1교시)
1학년 학부모 공개수업(3교시)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10:00-10:30)
4학년 2,3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찾아가는 4대폭력(3학년, 2~4교시)

9

목

10

금

11

토

26

일

12

일

27

월

마을스포츠클럽(농구)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방과후학교 공개수업(6/27~7/1)

28

화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10:00-10:30)
방과후학교 공개수업(6/27~7/1)

29

수

도서관-한 권 읽기(2-3교시, 3-2)
소통과 화합의 날(교직원회의) 3시, 5층실습실, 전체 교직원
참석
방과후학교 공개수업(6/27~7/1)

목

기자재 점검의 날 (함께만드는문서>학교양식 참고)
유치원 방과후 유아체육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유치원 자연놀이 및 텃밭활동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제출
방과후학교 공개수업(6/27~7/1)

13

월

14

화

15

수

꿈탐색진로주간(2)(전학년)
건강체력평가주간(5,6학년)
마을스포츠클럽(농구)
유치원 방과후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외부강사)
5, 6학년 진로검사, 온라인진로특강 실시
마을스포츠클럽(배드민턴)
다솜반 학부모공개수업(1교시)
5학년 학부모공개수업(2교시)
과학전담 학부모공개수업(4교시)
유치원 시흥체육회 체육활동(10:00-10:30)
4학년 2,3반 평화공동체 집단상담(외부강사)
4학년 학부모 공개수업(2교시)
6학년 학부모 공개수업(3교시)
6학년 신체검사

30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