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을 즐기며 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덕암교육공동체

덕암 교육 통신

2022학년도
941-4209(교무실)
941-4219(행정실)

☎ 941-4209

2022학년도 여름방학 덕암영어캠프 안내 및 참가 희망서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여름 방학 중 영어캠프를 진행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e알리미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022. 7. 13 (수)까지 e알리미로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운영 개요
- 교육기간 및 장소 : 2022. 07. 27.(수). ~ 2022. 07. 29.(금), 본교 2층 어학실
- 교육대상 : 덕암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희망자
2. 세부 내용

교
시

시간

대상학년

7.27(수)
Camp intro

1

9:10

Phonics

3,4
2

3

9:50
-10:30

-11:20

(M-Z 발음 중심 어휘 교육)
Learn new vocab and
practice writing with puzzles

activities

and activities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퍼즐과 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퍼즐과 다

양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 연습)
Camp intro

양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 연습)

(가족 및 전치사와 관련된 단어

11:20
-12:00

(가족과 관련된 활동 및 게임)

games

(영어 관용표현 교육)

activities based on the key
expressions
(영어 핵심표현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
learn about recycling and

Learn new vocab – Food

play matching game

(음식과 관련된 단어 배우기)

(재활용과 관련된 단어 배우고
게임을 통해 익혀보기)

배우기)
Family related activities and

7.29(금)
Common English phrases

writing with puzzles and

and prepostions

5,6
4

(A-L 발음 중심 어휘 교육)
Learn new vocab and practice

Learn new vocab - Family

10:40

Phonics
M-Z

A-L

-9:50

7.28(목)

classroom olympics using
the key expressions
(영어 핵심표현들을 사용하는
교실 올림픽 게임)

Review learned vocabularies
and
play spelling game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 복습 및
맞춤법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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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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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덕암영어캠프 참가 희망서
학 년

이 름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보호자 :

덕암초등학교장 귀하

(인)

배움을 즐기며 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덕암교육공동체

2022학년도

덕암 교육 통신

941-4209(교무실)
941-4219(행정실)

2022학년도 여름방학 독서캠프 안내 및 참가 희망서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중 평소 하지 못했던 책을 활용한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써 책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더욱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독서캠프
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는 2022.7.13.(수)까지 e알리미로 회신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운영개요
- 기간 및 장소 : 2022.07,27.(수) - 07.29.(금) / 본교 도서관
- 대상 : 3-6학년 중 희망자
2.세부내용 (학년별로 다른 도서 사용)
학년
9:10
5-6학년

는 도서관 책놀이
(나만의 부채 만들기)

- 10:30
10:40

·조 편성 및 환경을 생각하

- 11:20
11:20

07.28.(목)

·조 편성 및 환경을 생각하

- 9:50
9:50

07.27.(수)

3-4학년

는 도서관 책놀이
(나만의 부채 만들기)

- 12:00

07.29.(금)

·도서관 탐험대
(나만의 대출증 만들기 /

·영양만점 친구들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슈링클스)
·도서관 탐험대
(나만의 대출증 만들기 /

·영양만점 친구들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슈링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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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독서캠 프 참가 희 망 서
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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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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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