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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곡초 봄 교욱과정운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의 특성을 살린 봄 교육과정
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친환경학교농장에 학년별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모종을 직접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둘째,학교 뒷동산의 쑥과 꽃을 직접 채취하여 쑥인절미, 4.제25회 전국 검도대회 여학생 단체전 준우승
화전,쑥버무리 등 봄요리 경연대회를 하듯 다양한 봄요
및 중학년 남자 단체전 장려상 수상
리를 맛보았습니다.
셋째,4월 29일(금),5월2일(월) 이틀간 검단산 생태체험 5월 14(토)-15(일) 보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에 산곡초 검도부 17명이 참가하였습니다.여학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저학년은 검단산의 생태를
관찰하고 생태놀이를 하며 자연을 이해하고,고학년은 단체전 준우승(김☆정,신☆니,함☆연,이☆린)
다 함께 정상까지 등반하여 협동심과 인내심,배려하며 중학년 남자 단체전 장려상(이☆윤,이☆준,유☆현
장☆로)을 받았고 개인전과 고학년 단체전에서도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를
모든 선수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우리 검도부 파이팅!!
넷째,뜨락에 논을 만들어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모를
심고,학부모회에서 만들어준 김치과 오징어전으로 새참
을 맛보며 모내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5.산곡 어울림 한마당 개최

.

2.꿈자람·끼펼침,감성up 문화예술활동
학년별 반티셔츠를 구입하여 패브릭 물감과 스티커
를 활용하여 개성을 살린 문양 디자인을 하였습니
다.또한 염색물감을 이용하여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어 독특한 디자인의 손수건을 직접 염색해 전시
하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통일 교육 주간 운영

5월4(수) 제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학생자치회
주관으로1-3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각종 줄넘기,
달리기,교단체 게임등를 운동장 및 별빛관에서 실시
했습니다.학생들은 이 축제를 통해 신체활동의 즐거
움을 깨닫고 협동의 중요성과 건전한 경쟁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합동소방훈련 실시
5월30(월)에 하남 소방서와 연계하여 영상을 통해
소방기 사용방법과 화재대피 요령에 대해 배웠습니
다.가상 화재발생 방송에 맞춰 화재대피요령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은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하였습니다.
학교와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소방교육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23(월)-27(금) 학년별로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했습
니다.통일교육 수업을 통해 남북관계및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산곡초 어린이들의 작지만 의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통일의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남대로 302번길 45
교무실; 031-793-5514
행정실; 031-793-5578
2022.6.2.(목)

7.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 실시
다문화교육주간(5월16일-20일)을 맞이하여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중국,베트남,
몽골,필리핀의 의상,음식,집 등 여러가지 문화를
알아보고 그 나라의 놀잇감이나 의상을 입어보는 등 1.교장선생님과 생태 수업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 다른
5월 23(월)-25(수) 1-3학년은 독서수업 시간에 6월에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시는 강우근 작가님의 “열두달 자연놀이”책을
갖고 생태놀이을 진행하셨습니다.뽕나무와 참나무의
유래 민들레 홀씨 날리기,토끼풀로 팔찌만들기,매실
찔레줄기 맛보기 등 다양한 놀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식물들로 내 이름을 꾸며보는 활동을
하며 자연과 더불어 노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8.산곡 진로체험의 날 운영
5월3(화)1-4교시 전교생이 함께 하는 진로 체험
을 하남시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했습니다.
1-2학년은 곤충체험과 도넛만들기,3학년은 선반
과 책꽂이 만들기,4학년은 워킹 로봇및 VR가상체험
5학년은 키네마스터 앱을 활용한 영상제작,6학년은
은점토를 활용한 은펜던트와 은 책갈피 만들기를
하며 진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돗자리 펴고 책읽기

9.4학년 체험학습 운영
4월29(목)에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우리고장
의 중심지 신장시장을 다녀왔으며,5월20(금)에는
<하하하 함께 하남프로젝트>로 <어서와!클래식은
처음이지> 공연 관람을 위해 하남문화예술회관에
다녀와 지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1(수) 점심 시간에 도서부에서 독서쿠폰 이벤트
“돗자리 펴고 책읽기”행사를 진행했습니다.신간
그림책을 돗자리에 펴고 책을 읽는 친구들에게 산곡
프로젝트 쿠폰을 1+1로 주는 행사였습니다. 도서부
선배들이 저학년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독서의
열기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10.1,2학년 나무 고아원 체험 학습
5월27일(금) 1,2학년은 나무 고아원으로 체험 학습을
가 자연물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이용해 3.학부모 독서동아리와 학생 독서동아리모임
5월 24(화) 10시에 학부모 독서 동아리 모임에서는
보면서 자연 속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 필사와 신간 나누기 ,책잔치 준비회의를
11.성폭력 예방 교육(4,5,6학년)
진행했습니다.25(수)는 학생 독서동아리 모임에서는
5월12일(목) 하남성폭력상담소 지원으로 성폭력예방 책잔치에 쓸 카트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및 디지털 성범좌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