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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행복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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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낸곳 : 광주매곡 초등학교

매곡통신

☎ARS 766-3715

도운이 : 임영이 교감선생님
만든이 : 박예솔 선생님

교무실 766-4146

모조 모
소
매곡 식

요

펴낸이 : 정순태 교장선생님

곡

‘흙과 나의 어울림’
마을학교 체험프로그램 참여
5월 2일부터 9일까지 3학년 학생들은 ‘흙과 나의 어
울림’이라는 주제로 광주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체험프
로그램 도자기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예가 연
기선 마을강사님과 함께 광주의 도자기 역사를 배우고, 다

행정실765-6416

FAX 766-1827

술, 담배 저리 가!
흡연 예방 교육
6월 셋째주에는 학년별 흡연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
니다. 1~2학년 학생들은 <미스터리 요괴 사냥 대작
전>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금연캐릭터 색칠하
기, 금연 약속하기 활동을 하였고, 3~6학년 학생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셈>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흡연 예
방 사행시 짓기, 4컷 만화 그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활동으로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흡연의 위험성
을 알고 흡연하지 않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양한 도자기의 재료와 모양을 살펴본 뒤 직접 흙을 성
형하여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
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구워져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흡연 예방 교육 활동 모습>

안전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6월 21일에는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학교 체험 프로그램 참여 모습>

민·경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등굣길 교통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학교
앞 주정차 하지 않기, 휴대폰 보며 걷지 않기, 횡단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
방과후학교 시작

보도 주의해서 건너기 등의 교통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등하교를 하는 매곡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학교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5월 16일 부터는 방과후학교도 시작
되었습니다. 교육마술, 로봇과학, 미니어처, 방송댄스,
배드민턴, 토탈공예 등 각자의 재능과 끼를 펼쳐보일 수
있는 여러 부서가 개설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각
부서에 모여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매우 반갑게
느껴집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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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마지막 해,
우리들의 추억 남기기

스스로 지켜요,
학생자치회 캠페인

매곡초 6학년 학생들은 졸업앨범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자치회에서 스스로 계획한 복

인이 직접 준비한 의상과 애장품 등으로 활기차고 개성이 넘

도통행 안전 캠페인과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이 각각

치는 사진을 개인사진을 촬영하고, 반티를 입고 반 친구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들과 함께하는 단체사진도 촬영했습니다. 6년간의 보람된 학

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치회 임원들은 ‘속도를 줄이면 친구

교생활과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오래도록 기

가 보입니다.’, ‘복도는 운동장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

억하기 바랍니다.

가 적힌 안내판을 직접 준비하여 매곡초 학생들에게 복
도 통행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사이
버 폭력도 폭력!’. ‘작은 장난, 오랜 상처’ 등의 문구가 적
힌 안내판으로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복도를 지날 때 질서를 잘 지키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처 주지 않고 즐겁게 어울리며 모두가 안
전하게 생활해야겠습니다.

<6학년 졸업앨범 촬영>

모두가 일등이 되는 세상,
작가와의 만남
6월 22일에 6학년 학생들은 김남중 동화작가님의
‘모두가 일등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
습니다. 학생들은 1학기동안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으로 온책읽기 수업을 했습니다. 책의 주인공처럼 가
출하고 싶었던 순간을 나누기, 그 마음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토의활동을 통해 찾기, 독서퀴즈와 독서골든벨,
인상 깊은 문장으로 캘리그라피 작품 만들기, 자신이
떠나고 싶은 자전거 순례지도 만들기 등의 독후활동을
<자치회 캠페인 활동 모습>

했습니다. 김남중 작가는 작품 창작과정, 전하고 싶은
주제, 좋은 글을 쓰는 방법과 더불어 세계 각국을 여행한
경험도 들려주시며 노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만나 꿈을 이
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책을

bbbb
7~8월 행사 안내

깊이 즐기며 작가의 눈을 통해 책을 이해하는 유익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7/6(수)

1학기 교육과정 컨퍼런스

7/10(일)

개교기념일

7/11(월)

<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2학기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7/26(화)

여름방학식

8/22(월)

2학기 개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