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학년 생태체험활동 

(베르네천-대장동)

  부천덕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일(수)에는 2학기 

생태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화려하게 

물든 오정동 베르네천 및 오정대공원, 대장동 들판을 걸

어서 돌아왔습니다. 11월에 접어들어 대장동 황금들판

에 수확을 거의 다 한 상태였지만 날씨가 좋아서 걷기 

좋았습니다. 베르네천과 오정대공원의 단풍이 절정을 이

룬 시기에, 친구들과 밖에서 함께 하는 활동이 많지 않

았는데 이렇게 생태체험학습을 나와서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유치원 자연아놀자! 

김장담그기체험학습 실시

  유치원 유아들이 12일(금), 겨울철을 대비한 음식인 

김장의 역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을 통해 옛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사

랑,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김

장담그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블랙라이트를 활용한 반짝반짝 별나라 여행 

  유치원 유아들이 29일(월)에 생활주제인 '빛과 소리' 

와 연계하여 블랙라이트를 활용한 반짝반짝 별나라 여

행을 통해 신기한 야광 놀이를 해보고 즐거운 오감활동

으로 상상력과 자신감을 키워보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1일(월)~12일(금), 이주동안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자기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제도입니다. 학생은 4~6학년, 학부모는 1~6학년 학

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12월의 주요 학교 행사

12

월

2일(목)
•애플데이
•2021 유치원교육과정 설문조사(~5)  

3일(금)
•학부모폴리스 활동
(매주 금요일 12:00~13:00)

6일(월)
•학교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학교평가 보고서 작성(~24)

7일(화)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10일(금)
•학부모폴리스 활동
(매주 금요일 12:30~13:30)

13일(월) •겨울방학계획 협의(안내)

17일(금)
•학부모폴리스 활동
(매주 금요일 12:00~13:00)

20일(월)

•졸업식 초대장 발송 
•방학중 안전생활 지도계획 수립
•2021돌봄교실신청(1학년/~24)
•2학기 2차 성장중심평가 기록 가정통지
기간(20~23일)

23일(목)
•신입생예비소집(14:00/중앙현관)
•유치원 수료 및 졸업식(10:00~11:00)

24일(금)

•학부모폴리스 활동
(매주 금요일 12:00~13:00) 
•방학기간 학습 및 사전생활지도 기간
(12.24~12.31)

27일(월)
•졸업식 예행연습
•연말연시 및 졸업식 전후 생활지도
(12.27~12.31)

29일(수) •코로나 19 예방 학교 소독

31일(금)

•종업식(08:50) 
•생활통지표 배부 
•제33회 졸업식(10:00)
•학부모폴리스 활동
(매주 금요일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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