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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만나는 소프트웨어 코딩수업
우리 학교는 학교중점으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9~10월까지 소프트웨어 전
문강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엔트리코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코딩을 통하여 컴퓨팅사고력을 높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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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 수업
9월에 총 6회에 걸쳐 5학년 학생들이 라인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시간 굳은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고, 라인댄스 선
생님과 즐거운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개인댄스를 위주로 춤을 추었으며 비접촉 짝댄스를
섞어가며 춤을 익혔습니다. e학습터에 올린 연습영상
을 보며 집에서도 연습하였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는 댄스실력을 뽐내는 평가시간이 있습니다.

졸업앨범 촬영

학부모 공개수업과 2학기 상담활동
올해 2학기 학부모 공개수업이 29일(수)에 시행되었습
니다. 또한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이 9월 27일(월)부터
9월 16일-17일에 6학년 졸업사진 촬영이 시행되었습니

10월 1일(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비대면 원칙에 따라

다. 개인컷· 단체컷· 모둠컷을 촬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학부모님과 소통하였습니다. 교육주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사진 촬영

인 학부모와 교사 간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

을 하며 고촌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뜻깊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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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만들기
1학년 학생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만들기 활동
을 했습니다. 흰색, 분홍색, 초록색 익반죽에 깨와
콩으로 만든 소를 넣어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통통
한 반달모양, 동그란 모양, 손가락으로 꾹 누른 모
양 등 다양한 송편을 만들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
고, 송편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나누어 먹었습니
다. 곡식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며 수고한 분
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소중한 경험이었습
니다.

투명 가림막 설치
개학 후 투명 가림막을 각반 교실 책상에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방역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
☞대출반납 데스크 앞에 색이 다른 숫자표시를 제작
했으며 도서관 밖에도 숫자를 표시해 차례를 지키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미리 엿보는 고촌 10월 소식
내용

기간

2층 스마트교실 공모 투표

10/1

학생인권주간

10/5-10/8

학생건강체력평가 주간

10/5~10/8

☞글향기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중 찾고 싶은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주간

10/18~10/29

책이 있는 경우 적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찾아드립

독도교육주간

10/18~10/22

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적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선생

2학기 학교자율과정 운영

10/18~10/29

님이 해당 도서를 추천하고 찾아드립니다.

학교축제기간

~10/29

혁신지구 연계 학교
숲체험(2학년)

10/26

http://www.gochon.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