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아현방과후교실 10월4주 주간계획안 ☀ 
교육기간: 2018년 10월 22일 ~ 2018년 10월 26일 

주        제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 

목        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아본다.
학교 숙제 및 학습 활동을 계획에 따라 잘 수행할 수 있다.

         요일
 시간 10월 22일 (월) 10월 23일 (화) 10월 24일 (수) 10월 25일 (목) 10월 26일 (금)

하교후 - 3:00
등원지도 / 가방 및 옷 정리하기 / 양치질하기 / 알림장 체크

숙제지도 / 학습지도 / 독서지도 / 자유놀이

3:00 - 5:00

간식
유기농잡채
유기농차

간식
유기농씨리얼

우유

간식
유기농궁중떡볶이

유기농차

간식
케이크, 꿀떡

쥬스

간식
김치전

유기농차

체육특기교육
가람반(3:00-3:45)

북아트 
(여러나라 의식주)

안전교육

영어특기교육
1학년(3:00-3:40)
2학년(3:40-4:20)
3학년(4:20-5:00)

게임(나라이름찾기)

체력측정
(3:00-4:00)

안전교육
(4:00-5:00)

영어특기교육
1학년(3:00-3:40)
2학년(3:40-4:20)
3학년(4:20-5:00)

생일축하

다문화교육
이란, 태국
(2:00-3:00)

체육특기교육
하늘반(3:00-3:45)

숙제마무리 / 개별학습지도 / 자유선택활동

5:00 - 7:00 자유선택활동 및 개별귀가지도

알려드립니다.

1. 11월 납부 안내 
   11월분 납부기한은 11월5일까지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납부기일을 지켜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11월분) 100,000원  

영어교재비 (11-12월분) 12,000원

납부방법 신한은행 / 140-008-381637 / 구립북아현방과후교실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안내 
   10/26(금)에는 이대언어교육원에서 방문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란과 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1-3학년 대상으로 오후2:00-3:00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력측정 안내 
   그동안 진행되었던 무브스포츠 건강증진프로그램인 음악줄넘기수업이 10/31(수)로 종결됩니다.
   10/24(수) 3:00-4:00 에는 사후체력측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하늘반 교사 휴가 안내
   10/13~11/11 하늘반교사의 승급교육 주말 참여로 인해, 해당 기간까지 매주 금요일 휴가를 사용합니다.
   하늘반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북성초교 11/1(목) 개교기념일 자유휴업일에 따른 보육수요조사서 안내 
   11/1(목)은 북성초교 개교기념일로 자유휴업일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방과후교실에서는 원활한 보육 운영을 위해 아동 보육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북성초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사전 보육수요조사서를 작성해서 방과후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9:00-19:00
   *오전추가보육료는 없으며, 방과후교실에서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점심제공은 없습니다. (종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꼭! 도시락을 지참바랍니다.)

구립 북아현방과후교실 (☏ 364-0098)

------------------------------------------------  절  취  선  -----------------------------------------------------

2018년 북성초교 개교기념일(11/1) 사전 보육수요조사서

  ※ 해당하는 항목에 ○표해서 10/24(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구립 북아현방과후교실

아동명 학부모 성명                             (인)  

11/1 종일반보육
신청

11/1 방과후반보육
신청

11/1 가정학습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