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가을학기 특별활동 안내 – 읽어 보신 후 등록원서에 표시
특별활동반
농구반
무용반

담당교사

활동 내용 및 영역

최은지

농구의 기본동작과 게임 운영 방법을 배우고 스포츠맨쉽을 통한

이배운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유현선

한국 무용을 통하여 감정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반

김태옥
심철경
이영옥
장경은

종합반

급별 담당 교사

연령대에 맞게 구성된 미술반에서는집중력과 소근육 발달을 위해
드로잉, 스케치, 페인트,만들기 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주제와 다양한소재와 기법,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예술적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종 미술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래놀이, 동요, 공예,레크레이션등 다양한 놀이 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알고 배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이접기반

서영희

색종이, 한지,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산반

김인경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연산과정을 주판을 통하여
훈련하고, 이를 통한 주산과 암산의 집중력과 사고력의 신장 및
향상에 목적을 둔다.

컴퓨터반

이청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세계’란 교과 이름하에, 컴퓨터와 관련한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과 관심, 흥미거리를 직접
presentation 할 수있다.
본인이 준비한것을 직접 발표함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한다.
현재와 미래의 관련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합창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동요,가곡,찬송가를 배우면서 아이들의 감성이 풍부해 질
것입니다. 연습한 곡으로 발표의 시간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 수강 신청자의 수가 적은 반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각 반 선착순 신청자에 한하여 마감됩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지도교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7 Fall Semester Special Activity Classes
Please read over before registration
Classes

Teachers

Class Information

Basketball

Esther Choi
Peter Lee

Students learn basic basketball skills and game play. This course
promotes teamwork, patience, and sportsmanship.

Dance

Hyun Sun Yoo

Students learn to express their emotions through traditional
Korean dance.

Art

Chul Kyung Shim
Kyung Eun Jang
Tae Ok Kim
Young Ock Lee

This course develops a student’s fine motor skills through drawing,
sketching, and painting. Various materials and art techniques are
used to help students to create art. Also, student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rt competitions.

Combination

The combination course includes traditional Korean games, songs,
arts and crafts, calligraphy, etc. This course is a good opportunity
to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s well as
discovering their talents and interests.

Origami

Yeong Hee Suh

Students learn to create works of art and express ideas through
colored paper.

Abacus
Calculation

In Gyeong Kim

Students learn to add, subtract, multiply, and divide using an
abacus. This course improves thinking, concentration, and mental
arithmetic.

Computer

Chung Lee

Students use computer programs to discover and build their
interests based on one's ability. Students will learn about current
and future technology.

Choir

Students learn songs and hymns to develop vocal skills and enrich
appreciation for music.

** Classes may be cancelled if enrolment is low.
** Classes are fill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The school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depending on circum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