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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대응 대피 훈련 실시

5.다문화 교육(전교생)

11월 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고자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 11월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베트남,중국,
볼리비아,몽골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산곡별빛관 현판식

6.1학년 생태체험

11월 4일(목) 준공된 체육관이“산곡별빛관”이
라는 예쁜 이름으로 지어져 교장선생님,이름을
지어준 학생,현판을 새겨주신 선생님,전교회장
등이 현판식에 참여했습니다.

3.4학년 사회성프로그램 생태놀이
11월 2일 4학년은 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생태놀이
하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4일(목) 1학년은 가을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근처에서 생태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가을맞이 검단산 등반
10월 29일(금) 우리 학교 뒤 검단산이 알록달록
예쁘기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2학년,4학년,5학년
친구들이 검단산에 올라가서 가을을 흠뻑 느끼고
왔습니다.

.

4.3학년 사제동행 마을체험
10월 29일(금) 사제동행 마을체험으로 위례강변길
걷기,경정공원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며 가을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5.3학년 미사롤링팝 롤러장 체험
11월 10일(수) 미사롤링팜 롤러장을 체험하며 몸도
튼튼,마음도 튼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8.배추,무우 수확
9월에 배추,무우 모종을 심었었는데 어느새 한아름
정도 커서 학생들이 뽑아서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유기농 배추와 무우의 맛은 천하일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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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관기념 갬블러 크루 비보잉 공연

2.개관기념 <한윤섭 작가와의 만남및

11월 10일 산곡별빛관에서 하남시 지원으로
서찰을 전하는 아이 공연! >
“ 찾아가는 문화활동-갬블러 크루 비보잉 공연”이
있었습니다.학생들의 환호성으로 등장하여 비보잉의 11월 5일(금) 3학년-6학년까지 독서 시간에 온책읽
기를 했던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한윤섭작가
역사 등 비보잉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작가의 만남”을 하셨
습니다.작가님이 이책에 관한 이야기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열정의
시간이었습니다.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찰을
전하는 아이 연극 공연은 연극과 노래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대면 교육 실시
11월 10일(수)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남성폭력상담
소지원으로 비대면(온라인)공연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하지마!성폭력!”을 관람하였습니다.

11.21년도 이가탄탄 구강보건교육 실시
하남시 보건소 후원으로 2021년 구강보건사업( 이가
탄탄 우리학교)에 선정되어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구강위생용품(1,2학년) 및불소양치용액(신청학생)을
배부하였습니다.

11월 산곡 도서실 이야기
1.고학년 교실에서 책읽어주시는 교장선생님 3.11월 독서 수업

4학년 5학년 독서시간에 멋진 탈을 쓰고 교장선생
11월 독서수업은 1-2학년은 “문어목욕탕,이상한
님께서 나타나시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고양이개”, 3-4학년은 “쿵푸 아니고 똥푸”,
얼마나 재밌게 그림책을 읽어주시는지 4,5학년
6학년은 “푸른 사자 와니니”로 진행합니다.다양한
학생들의 몰입도는 최고!!!
책을 접하고 느끼는 독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산타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1월 동아리 활동은 산타 축제 준비하기입니다.
( 코코아와 핫도그는 선물!!!-11월30일 점심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