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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굿아트 드매벌(드로잉, 매직, 벌룬)

쇼

공연 관람

11월 6일(수) 혜인관에서 전교생이 팀굿아트 드매
벌쇼를 관람하였습니다. 마술 퍼포먼스와 그림을 그
리는 다양한 드로잉 기법, 풍선 등의 매체로 재미
와 감성을 이끌어냈으며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문화적

강북아람예술제 참가

인 공감대 형성하고 대인관계 기술 및 공동체 생활
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
니다. 특히 신나는 음악과 함께 흥이 나는 공연으
로 학생들이 즐거워하였으며 학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본교 시각부 밴드팀(혜인밴드)과 판소리와 고법
팀이 2019년 제1회 강북아람예술제에 참가하였습
니다. 혜인밴드는 예술적 재능과 끼가 충만한 13
명의 학생들과 2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동물걸음
마’와 ‘모두 다 꽃이야’의 노래로 무대를 꾸몄습니
다. 판소리와 고법팀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의 여러 크고 작은 대회들을 누비며 각자의 저력
을 과시하던 두 친구가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 심
청가의 심봉사가 눈뜨는 대목으로 무대를 빛냈습
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
11월 12일(화)에 감각통합실과 음악실2에서 방
과 후 교육활동 학부모 공개 수업 및 교사 모니터
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녀의 방과 후 교육활동 수
업 참관을 통한 학부모의 관심 고조 및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었으며,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방과 후 교육
활동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였습니다.

고1 대상 진로 체험 운영
2019.11.12.(화)~26.(화) 3주간 매주 화요일 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기간
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실로 찾아오는 진로체험(2

회)과 찾아가는 진로체험(1회)으로 나누어 공예사
및 원예사 체험, 그리고 바리스타 및 제빵사 체험

교내 e스포츠 대회 개최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가들과 함께 직업 체험을 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 11. 18.(월) ~ 22.(금) 1주일간 본교 여가
문화체험실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e스포츠 대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닌텐도 wii sports 볼링 종목
을 선정하여 1학생이 3프레임씩 참여하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참가학생 전원에게는 실리콘 팔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각 그룹별 최고점 학반에게
는 3만원 상당의 간식이 상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학교기업 현장연수 및
전공과 장애극복활동 실시
11월 19일(수), 20일(목) 1박 2일 동안 전공과 학
생들이 직업적 소양 및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사회 문화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현장연수 및 전공과 장애극복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박2일 동안 ㈜더휴를 방문하여 근조화환 제작
체험, 에어부산 카트리지(젓가락&티슈) 포장 체험,
화환 제작 현장 라운딩, 회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을 하였으며, (주)동아위드에서는 디자인, 인쇄, 제
본 작업을 체험하고 현장 라운딩 및 회사 대표의
회사 소개 및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학가 소
극장 연극('나 혼자 산다')을 관람하고 부산 영화체
험 박물관에서는 영화탐험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영
화의 역사와 원리, 영화의 장르 및 제작방법, 영화
축제 등의 영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울산혜인학교 교가 2절 개사 가사 선정
11월 한 달간 진행된 교가제작 프로젝트를 성황리
에 마쳤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30편 이상이 공모되
었으며 교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최종본이 선
정되어 혜인가족의 목소리로 교가를 녹음하여 12월
방송 조회 시간에 새로운 교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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