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30.

3~4월호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행복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Happy & Safe School
http://kjmaegok.es.kr

요

펴낸곳 : 광주매곡 초등학교

매곡통신

☎ARS 766-3715

펴낸이 : 정순태 교장선생님
도운이 : 임영이 교감선생님
만든이 : 박예솔 선생님

교무실 766-4146

모조 모
소
매곡 식

행정실765-6416

FAX 766-1827

1부에서는 학교 교직원 소개, 학교장 인사말,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비전 공유로 채워졌
습니다. 2부에서는 학부모회 활동보고와 2022학년도

곡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 선출 결과보고,

신입생 입학

각종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참
가자들이 각 학급으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

지난 3월 2일(수) 광주매곡초 각 교실에는 학

학부모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학급

교라는 낯선 환경에 첫받을 내딛는 새내기 신입생들이

담임선생님들은 학급경영 철학 및 운영방법, 교

설레는 눈망울로 들어섰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과별 중점지도 내용 등을 공유했습니다.

부는 날씨지만 새로운 광주매곡 식구들은 잔뜩 부푼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며 학교, 학부모,

마음을 안고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설레는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곡초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2022학년도 온라인 학부모총회>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학부모 상담주간
온라인
교육과정설명회 개최
3월 16일(수)에는 신학기를 맞아 광주매곡초등
학교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온라인 교육과정설명회 및 학부모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는 온라인
쌍방향 시스템을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체 교직원과 많은 학부모
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4월 11일(월)부터 4월 15일(금) 5일 동안에는
각 담임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부모 상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과정 및 개개인의 특성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와 학부
모가 함께 학생교육을 공유하며 학부모와 담임
교사간의 긍정적인 래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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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호

우리학교 일꾼 뽑기!
소중한 한표 행사

꿈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책을,
세계 책의 날 행사

3월 18일(금)에는 2022년 1학기 매곡초를 이

4월 셋째주에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끌어갈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맞아 즐거운 독서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투표권을 가진 4,5,6학년 학생들은 선거 입후보

책과 저작권의 날이란 전세계의 훌륭한 문학작품

자의 공약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전자투표를

과 작가들에게 존경을 표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지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선된 전교

정한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사서선생님과 북마미

회장과 부회장들은 전교생에게 다시 한번 공약한

선생님들이 함께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

대로 열심히 매곡초를 이끌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발하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전교 임원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6-6 김민서
6-3 남동률

5-1 문다솜

1~2학년 학생들은 학부모 도우미가 직접 읽어
주는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동화책을 보고 독후
활동을 했습니다. 3~6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꾸러미 이벤트와, 책처방 연필 이벤트에

과학적 창의력 쑥쑥
과학체험주간 운영
과학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학교는 4월 셋째주를

참여하며 독서활동에 열의를 다졌습니다. 매곡초
학생들이 앞으로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즐거
운 독서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과학체험주간으로 정해 운영했습니다. 증강현실 체험,
과학 상상그리기, 종이비행기 멀리 보내기 대회,
과학상식 발표하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을
폭넓게 접하며 과학적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적 의
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던 학생들도 우리 생활이 과학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흥미와 관심
이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매곡초 독서 축제>

bbbb
5월 행사 안내

<과학 체험 활동>

5/16(월)~

방과후 학교

5월 중

신체검사, 구강검진(5,6학년)

5/24(화)

6학년 졸업앨범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