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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람*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활동결과 종합개요

자연*사람*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실내·외 놀이문화를 만들어주고자 학부모 연수 후 전래놀이마당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다문화, 장애우,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환경 속 친구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샌드아트 공연준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론도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을 배우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춘 부스 놀이체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과 학교 내 텃밭 활용으로 작물 경작과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고, 겨울에 배추
김치를 직접 담고, 지역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 나눔을 실천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100주년 기념 진로교육을 접목하여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선배들의 인생 실제 이야기를
듣고 간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송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조 현 주

1.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계 획

실제 활동내용

교내 텃밭 분양과 작물 재배

텃밭 가꾸기

연말 김치 담그기 연계

얘들아, 나가서 넘치는 에너지를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자! 놀이로 배워갈 수 있도록 알려 줌.
등교 시간 캠페인을 통해 학교 주변
주정차로 교통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식변화와 학교폭력 예방 홍보.

녹색&어폴
합동캠페인

다문화, 장애우,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환경과 친구 간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79데이
샌드아트공연
가족과 함께

비고

텃밭 이름표 만들기
재배 시기별 텃밭 가꾸기
11월 6학년과 함께 김치 담고 나누기

작물 재배

학부모 전래놀이 연수
중간놀이시간 학년별 전래놀이 전수

전래놀이

학생, 초중학부모, 교사, 파출소 경찰
합동 캠페인 실시
합동캠페인
연 4회 정기적 캠페인을 통해 홍보 및
안전의식 참여를 이끈 캠페인 활동 구축
교실에선 사과도 나눠 먹으며 친구에게
직접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
친구데이
저학년 & 고학년 대상으로는 2회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7가지 테마로 기본 드론 조작부터
게임 미션 수행을 통해 성취감과
드론
가족 간 관계성도 높이고 재미도
업그레이드시켜 놀이형 체험 부스 준비

꿈 키우기
무지개동산

가족과 함께 드론 날리며 문제해결
과정 속 가족 간 소통과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을 갖는다.

선·후배와의
만남

전문직 활동을 하는 선배 섭외.
인생 리얼스토리 듣고 질의응답.

무대 미술가 & 배우
스튜어디스 & 카페플래너

원어민 선생님
영어회화교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영어 회화 교실

1~4기 나눠 학부모 회원 모집
여행 시 직접 사용 가능한 회화 수업

김치는 사랑을
싣고~

송전초 6학년 만의 전통체험으로
학교 텃밭활용으로 작물 경작, 재배
만들고자 함. 텃밭 재배는 아이들과 함께
김치 담기까지 6학년 봉사활동 기회
김장나누기
김치에 대해 알려주고(PPT설명) 직접
제공
만들고 지역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 나눔

김치는 사랑을
싣고~

송전초 6학년만의 전통체험으로
학교 텃밭 활용으로 작물 경작, 재배
만들고자 함. 텃밭 재배는 아이들과 함께
김치 담기까지 6학년 봉사활동 기회
김장나누기
김치에 대해 알려주고(PPT설명) 직접
제공
만들고 지역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 나눔

진로교육

학부모연수

내 자녀를 위한
내 자녀 성교육 어떻게 시켜야 할지? 학기별 강사 초청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연수
교육 나부터
미디어중독 세대 아이 지키는 방법!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주말 추가 강연
연 3회
배우는 시간

2. 학부모회 자체평가
구분

잘된 점

개선사항

내
°
°
°
°
°

용

저·중·고 학년들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과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활동.
우리 학교만의 전통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사랑의 김장 나누기)
학생과 가족, 친구와 친구, 선·후배들과의 추억 만들기.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 정착시키기(녹색&어폴 합동 캠페인)
놀이, 재미, 체험 등 다양한 장르 사업 활동 구상.

° 활동 후 학생들의 피드백 체크 하기
° 학부모회 다음 기수 활동 참여 독려 & 인수인계

비고

3. 활동지원비 내역
세부

수입
세부내용

사업명

금액

지출
세부내용

금액

비고

*학부모연수-학부모 성과 미디어 교육

학교 지원
학부모사업

학부모회 교육,
학부모회 주관 행사,

2,000,000

학부모회의실 정비

혁신학교
지원
학부모사업

학부모 교육,
학부모회 주관 행사

1,000,000

삶이 있는
학교 문화시보조 사업

학부모회 주관 행사

1,700,000

합계

강사수당(150,000원+원고료90,000원
=240,000원)
*친구 사랑의 날 샌드아트공연비 지급
-440,000원×2회=880,000원
*친구 사랑의 날 행사 운영 물품(사과
맛 쿠키 등)=155,800원
*녹색어머니회, 학교폭력예방연합캠페인
운영 물품=68,000원
*학부모회의실 운영 물품 및 냉난방기
=396,200원
*가족과 함께 꿈키우기행사 운영 물품 1
(미션 수행 상품 및 배너)
=260,000원
*학부모연수- 부모를 위한 성교육,
미디어시대 부모코칭 강사수당:
(150,000원+원고료90,000원×2회
=480,000원)
*전래놀이 연수 운영 물품=406,400원
*가족과 함께 꿈키우기행사 운영 물품 2
(드론활용코너준비물품)=113,600원
*텃밭 가꾸기, 김장나눔 행사
-김장나눔 운영 물품 구입=969,560원
-텃밭가꾸기 운영 물품(모종,푯말 등)
구입=390,440원
-다과비=80,000원
*선후배와의 만남 행사
-선후배만남 감사패 33,000원×2개
=66,000원+38,000원×1개,
총104,000원
*송전초-중학교 연합캠페인
-캠페인 운영 물품(어깨띠,캠페인홍보
자료 등)=78,000원×2회=156,000원

4,700,000

2,000,000

1,000,000

1,700,000

합계

4,700,000

4. 상세활동 일정
학부모회 행사 일정
2019.04.09

학교관리자&학부모회 연중사업계획회의

2019.04.22

녹색&어폴 합동 캠페인(01)

2019.09.19

녹색&어폴 합동 캠페인(03)

2019.04.28

텃밭 분양 및 경작 시작

2019.10.15

‘성인지적 관점 성교육’ 학부모 연수

2019.05.13

‘미디어중독’ 학부모 연수

2019.10.26

가족과 함께 꿈 키우기 - 드론

전래놀이

2019.11.18

선·후배와의 만남(스튜어디스&카페플래너)

2019.06.03

녹색&어폴 합동 캠페인(02)

2019.11.21

녹색&어폴 합동 캠페인(04)

2019.07.09

친구데이 샌트아트 공연

2019.11.25

사랑의 김장 나누기

2019.07.10

선·후배와의 만남(무대미술가&배우)

2019.12.14

청소년 성과 미디어 학부모 연수(주말)

2019.05.22~29

1학기 총 1회

학부모회 대의원회의 진행

2019.09.09~12.23

2학기 총 2회

학부모 영어회화 교실

학부모회 대의원회의 진행

5. 학부모회 활동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