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반 최대학생수 대 상 내 용

1 종이접기 20  2-3학년 종이 접기의 기초를 배우고 응용하여 창의적 미술 작품을 만들기

2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18 4-5학년 편집된 짧은 동화를 읽으며 어휘력과 읽기 능력 향상하기

3 축구 40 2-5학년 축구를 통해 협동심과 체력을 단련

4 초등 미술 20 2-5학년 다양한 만들기와 그리기로 정서 발달과 창의성 개발

5 주산 18 2-3학년 주산을 통한 기본 암산 능력 개발

6 SVKS 합창 25 3학년 이상 동요, 성악, 발성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기르기

7 국악놀이 25 2-5학년 우리 고유의 타악기 연주와 아동국악 수업을 통한 한국 전통 문화 지도

8 한국무용 25 2학년 이상 부채춤, 꽃바구니춤, 소고춤 등 다양한 한국무용 동작을 배움

9 바둑 20 3학년 이상 인공지능 알파고를 관리할 인재를 만들기. 두뇌 창조력, 삶의 지혜 기르기

10 뜨개질 20 3학년 이상 손 뜨개질을 이용하여 목도리 만들기, 코바늘 기초를 배워 소품 만들기

11 아트공예 20 2-5학년 아트 공예를 경험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낀다.

12 단소 20 3학년 이상 전통 관악기인 단소를 통해 한국인의 얼과 한이 깃들인 한국 음악을 배움. 

13 한자 놀이 18 4학년 이상 놀이 활동을 통해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 실제 언어 생활에 활용

14 중등 미술 20 6학년 이상 Drawing 부터 다양한 미술표현기법 익히기

15 소설 읽기 18 6학년 이상 필독 도서 두 권을 읽으면서 독서 그룹 활동과 토의를 통해 작품 이해하기

16 기타 20 6학년 이상 기타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어쿠스틱 기타 연주 기법 배우기

17 농구 20 6학년 이상 농구 연습을 통해 기본 실력과 협동심을 배우기

18 SAT 한국어 40 6학년 이상 SAT 실전 연습

19 미디어 활동 18 6학년 이상
한국 미디어 속의 일부분을 보고 내용이나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고 제시된 

주제에 맞춘 글쓰기, 말하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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