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안전 캠페인

  1일(화) 녹색 어머니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

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의 참여로 학생들

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문에서 만나

는 학부모님의 밝은 인사로 기분 좋은 아침이 될 수 있었

습니다. 

장애 이해 교육

  8일(화)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 시

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찾

아보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완료하면 각 반에 상품도 있어 많은 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존

재해서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비누 만들기  

  2일(수) 방과 후에는 5학년 학생들이 모여 사제동행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방에서는 비누 만들기 재료

를 준비해와서 학생들의 얼굴에 써도 무해한 예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은 함께 만들기를 하며 만드

는 과정에서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반 친구들과도 친해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일시 : 10월 2일(수), 14:00-15:30

2. 장소 : 5학년 3반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 참여

  2019년 학교 민주주의 지수 설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

다. 본교와 분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10월 27일까지 

사이트에 접속(http://demo2019.hrcglobal.com/)하여 설

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

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PR 교육

  11일(금)에는 6학년, 21일(월)~22일(화)에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 안전 응급처치 CPR(심폐소생술) 교육

이 있었습니다. 2교시 동안 진행된 이 수업에서 1교시는 

이론, 2교시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에서는 

마네킹과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해

볼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제6회 꿈나래 체험한마당

  본교는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진로 탐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 7 회 꿈 나래 체험 한 마당

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교육 활동을 묶어 작품을 전시하였

고 각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꿈

에 한 걸음 다가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어 힘찬 격려의 박

수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 일시 : 10월 31일(수), 09:10~12:20

2. 장소 : 부천덕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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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화재대피훈련  

 본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현장

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하여 화재대

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1, 

2교시 때 안전 관련 매뉴얼 만들기 활동을 하고 방과 후에 

대피 훈련으로 이뤄졌습니다. 각 반에서 학생들은 지진, 물

놀이, 한파, 폭염, 화재, 교통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해보

고 멋진 결과물들을 발표해보았습니다.

· 일 시 : 10월 30일(수) 14:00-14:20 

· 장 소 : 운동장

학교 농장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2학기 초에 

심은 고구마와 감자, 배추를 수확하였습니다. 대장 

분교에서 학생들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노작 활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수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하여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

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폭력

에 대한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1. 주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 강사: 노영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강사)

3. 일시: 10월 30일(수) 14:30-15:30

4. 장소: 강당

5.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방과후교실 공개수업

  학부모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활발

히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공개수업이 2018년 10월 15

일(월)∼10월 19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함께 하시어 힘

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1 월의 주요 학교 행사

11

월

1일(금)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작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3일(일) •다문화가족문화체험(에버랜드)

4일(월)

•학부모회 아침등교맞이행사(허그데
이) 및 월례회
•4학년 축구수업(4-3,4,5)  
•2019학년도 방과후 강사만족도 조
사(~6) 

5일(화)
•학교농장(4-1,2,3,4,5,)  
•4학년 축구수업(4-1,2),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2학년)

6일(수) •학교농장(6-1,2)  

7일(목)
•학교농장(6-3,4,5)  
•Wee클레스 상담실 운영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8일(금)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11일(월)
•친구사랑의 날  
•4학년 축구수업(4-3,4,5)  
•2020학년도 방과후 수요조사(~13)

12일(화)
•4학년 축구수업(4-1,2)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2학년)

14일(목)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19일(화)

•꿈끼자랑(1,4학년)
•2학기 담임장학(10:00~11:00, 꿈끼
자랑 1,4학년 참관)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2학년)

20일(수) •꿈끼자랑(2,5학년)

21일(목)
•꿈끼자랑(3,6학년)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22일(금)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23일(토)
•제5회 부천시장배 겸 제13회 교육
장상 마스터즈 수영대회)  
•유네스코학교 운영 발표

25일(월)
•31주년 개교기념일  
•정보화검색대회주간(25~29일)  
•4학년 축구수업(4-3,4,5)

26일(화)

•4학년 축구수업(4-1,2)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2학년)
•아트밸리 공연(복사골 문화센터, 
6-1,6-2)  

28일(목)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29일(금) •다문화중국어이해수업(1,3학년)  
•부천씨앗길 6학년 진로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