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중학교
발행일 2018.10.16.

8∼9월 안내중
이모저모

발행인 조 동 기

작지만 큰 학교를 위한

생존수영을 통한

수 상 레 저 체 험

안내중 발전협의회 개최

작지만 큰 학교 안내중학교는 8.1~8.3 상주낙단보에
서 생존수영을 통한 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체험을
실시하였다. 아름다운 낙동강을 전경으로 실시된 수상
스포츠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카약, 카누, 토우닝 등은
지역 특성상 접하기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
견학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생물자원을 이해하고 알아
가는 시간 이였으며, 2017년부터 이어진 수상레저체
험이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길 희
망해 본다.
지난 8월 6일에는 안내중의 미래를 걱정하고, 작아져 가는 학교
를 살리고자 안내중학교 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지역에 기반을 둔

→ 안전교육은 필수죠!!

도의원, 군의원들을 포함해서 안내초, 안남초, 안내중 학교 관계
자, 동문,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신입생 유치 방안과 등하교
불편 사항 개선, 체육시설 개선, 특색 사업 강화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는 데 의견
을 모았고, 이를 위해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모으고, 학교에서
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
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카누타기←

향후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안내중학교가 발전하는데 크
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야 우리가 간다~~

옥천군 학생4-H회 자연현장체험교육
안내중학교학생4-H회원

2명과

지도교사는

지난

8.8 ~ 9 이틀간 다른 학교 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

옥천군학생4-H회 회원들과 함께 자연현장체험교육을
다녀왔다.
첫째 날에는 웅천돌문화공원, 냉풍욕장 등을 둘러보
고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갯벌 체험과 환경정화활동을
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서천 국립생태원과 한산모시관
을 둘러 보며 견문을 넓혔다.
옥천군 내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활
동하면서 즐거운 추억도 쌓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틀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4-H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한
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로봇

코딩

교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
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안내중학교

통 일

교

육 특

강!!

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
한 첫걸음인 로봇 코딩 수업이 진행되었다.
9.10과 9.12 이틀 간 8시간에 걸쳐 컴퓨터 안에서 직

9월 10일에 탈북인 강사와 청소년 통일 강사 두 분

접 로봇을 움직여 보고, 각종 센서와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 학교를 방문하여 1~3학년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코딩이 무엇인지,

한 주제로 강의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딩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배울 수

특별히 탈북인 강사가 북한에서의 학창 시절과 직장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로봇의 동작이 복잡해질수록 난

생활 및 북한 사회모습 그리고 탈북 이유 등에 대하

이도가 높아져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안내중학교의

여 리얼하게 이야기할 때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경

학생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 주어진 과제를 해

청하고 질문도 하며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결할 수 있었다.
1학년은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으로 8주간(16시간) 코
딩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꼭 필요
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지 진 대 피 훈 련
안내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 및 소
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

하지만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피할 때
장난은 No!!! 우리는 소중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