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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교육 이모저모!

♣ 2학기 학생자치회 및 학급임원선거

♣ 찾아가는 예절교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1,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별관 동아리실에서 ‘찾아가는 예절교실
수업’을 했습니다. 한복 입기, 절 하는 방법
익히기, 전통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
통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5일 3~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급의 회장과 부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후보 학생들의 소신있는
공약을 듣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민
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2학기 전교 임원은 6학년 전교 회장 박
시원, 6학년 전교 부회장 박정연, 5학년 전교
부회장 임나은 학생이 당선되어 활발하게 활
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 친구 사랑주간 운영

♣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9월 2일~9월 6일까지 친구 사랑주간이 운영
되었습니다. 학생들 상호 간에 관심과 이해 및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9월 23일~9월 27일까지 2학
기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담
주간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
사와 학부모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 3~4학년 생존 수영 수업

♣ 1학년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체험

지난 9월 10일(화) 1학년 학생들이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담임선생
님과 함께 송편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며 추석의 의미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
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27일까지 3~4학년 대상으로 학
교 인근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진행하
었습니다. 물과 친해지기, 과자봉지, 페트병을
이용하여 물에 뜨기, 구명조끼 활용하기 등 다
양한 생존 수영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번 수업
으로 수상 안전 의식을 높이고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처하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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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생태교육

♣ 찾아가는 청렴교육 연수

1학기에 이어 9월 23일 3학년 대상 생태교육
이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직접 식물을 관
찰할 수는 없어서 아쉬웠지만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나뭇잎 카드를 만들어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고, 솔방울 비사치기, 빙고 등 자연물을 이용
한 여러 가지 놀이에 재미있게 참여하였습니다.

9월 16일 본관 영어실에서 전 교직원을 대
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연수가 있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강사님과 함께 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불법찬조금 근절 및
음주운전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
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5학년 성교육 버스 체험

9월 24일 5학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성교육 버스를 활용한 체험
식 수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전문강사님들께서 사춘기, 성평등한 친구사귀기,
또래 성폭력 예방, 생명탄생, 자존감 세우기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태동체험과 임신복 입어보기,
신생아 인형 안아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
다. 교실이 아닌 버스 안에서 배워보는 새롭고 이색적
인 수업이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 박남숙 교감선생님 부임
2학기를 맞아 본교 교감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성함은 박남숙 교감
선생님이시며 의왕덕성초등학교에서 근무
하시다가 9월 1일 본교로 발령받아 오셨습
니다. 내동초등학교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미리 보는 10월의 교육활동
일 요일
행사 내용
1 화 *내동어울림한마당(우천시 10/21 연기)

대 상
전교생

4

금 *학교장 재량휴업일

전교생

7

전교생
3-1,2,3
6학년
1,2학년

14

월 *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18일)
*현장체험학습(의왕승림식물원)
화
*성교육
*숲체험
목
*자녀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교실
*5학년현장체험학습(국립현충원)
금 *직업체험 다육이 만들기
*독서동아리연수(10시-12시, 도서관)
월 *현장체험학습(의왕승림식물원)

16

수 *국악 음악회 관람(3~4교시, 다목적실)

5,6학년

18

금 *독서동아리연수(10시-12시, 도서관)

학부모

21

8
10

♣ 6학년 다문화 교육

9월 24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
수성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차이를 즐기
자’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해
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으며
중국의 전통등인 홍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
라의 문화적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
하는 내동초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

5,6학년 학생, 학부모

5학년
4학년
학부모
3-4,5

월 *직업체험 떡공예(1~2교시:3-2, 3-4)

3-2,4

23 수 *인형극 관람(2교시-1학년, 3교시-2학년)
*숙박형체험학습(강화도,1박2일)
*애플데이
24 목
*직업체험 떡공예(1~2교시)
*숲체험
*숙박형체험학습(강화도.1박2일)
25 금
*4학년현장체험학습(한국민속촌)
28 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주간(~11.1)

1, 2학년
6학년
전교생
3-1,3,5
1,2학년
6학년
4학년
전교생

29 화 *합동소방훈련(11시)

전교생

30 수 *직업체험-배우

5학년

31

2학년

목 *2학년 현장체험학습(화성진주목장)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