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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학식 ▶
1. 신입생 126명 입학
2. 학급으로 찾아가는 아름다운 입
학식
- 교장선생님 인사
- 입학 허가 선언
- 신입생 입학 선서
3. 정직하고 지혜로운 창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선서함.
4. 참된 배움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신 교장 선생님의
말씀

새학년 준비연수 ▶
2022학년도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사 수업 혁신 연수

◀ 아프가니스탄 학생맞이
아프가니스탄 2명 학생맞이 행사와
방과 후 한국어 수업 및 대안교실(한
국어, 기초학력) 실시

◀ 학생회 텃밭가꾸기
텃밭 공모 사업으로 자율동아리(우리
지역 푸르게 푸르게)학생들과 교육활
동, 모종심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을 실시

◀ 세월호 8주기 기념행사
아침 등교 시간에 보도블럭에서 세
월호 8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노랑
리본 추모 글 작성과 바람개비 제작
을 실시

학부모총회 ▶
1. 3. 21. (월) 학부모 총회 실시
2. 세부 일정
1부 - 교직원 소개
- 학부모회구성 및 경과발표
2부 - 학교교육활동지원단 조직
3부 - 담임과의 만남
(학급경영방침 및 상담 방법 안내)

공간혁신 협의회
(홈베이스·화장실) ▶
- 기간 : 1.10, 1.24
- 1차 공사에 이어 2차분 화
장실 환경개선공사에 학생들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타일,
칸막이, 그래픽유리 디자인등)
하여 화장실과 홈베이스공간
을 밝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
치는 쉼과 휴식공간으로 꾸밈.

학생이 디자인하는 화장실 및 홈베이스 공간개선 협의회

밝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공간과 휴식공간

◀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활동 운영 보고서
1.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3차시
교육(동영상, 세계시민 교과서 활용)
- 독서를 통한 문화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의식 함양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2. 2학년 회복적 생활 교육 프로그램
- 학급 써클을 통한 나 존중-너 배려-우리
함께 프로그램 4차시 운영(2021.12.24.)
-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체험

2학년 회복적 생활 교육

3. 브레인게임을 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 브레인게임을 위한 보드 활용
- 방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며 함께하는
놀이문화 활성화
4. 학교-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프로그램
-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함께 나눔
- 줍킹을 통한 마을공동체에 봉사하기 체험

브레인게임을 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5. 영어 캠프를 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20차시 운영(2.14.~2.18.)
- 원어민과 함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심층적 탐색 및 이해
-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 매너를 익히는 계기

학교-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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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퀴즈맞추기 추첨행사

- 창체 도서실 활용수업

이후 주요 학사일정 안내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5.4.) : 2,3교시에 대면, 비대면 2가지 방법으로 1,2,3학년 학부모참관 공개수업 예정
▶글향기 도서관 5월 행사 : 다독다독 책읽기 스탬프 투어(꿈샘 바라기)활동, 새책표지 전시 및 설문행사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5.26.)
▶용인형 제2학교 참가(8.29.~9.2.)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율적 온라인 수업과 주제별 지역 기반 학생주
도 프로젝트 및 체험활동 실행으로 운영 (1학년 2개 학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