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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병설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 학습, 생활 등 모든 면에서 걱정이 많으시고 가정에서
돌봐주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덕풍초등학교 교육활동에 물심양면
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모님께서 협조해주셔서 학교 교직원 일동은 코로나 19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우리 덕풍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유치원 생활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우선 2020학년도 학교운영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책사랑어머니회,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풍초등학교 모든 학부모님과 임원님들께 지면으로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학부모님 모두를 우리 덕풍초등학교 교육 활동을 함께 하는 덕풍교육공동체의 덕풍
교육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외발자전거처럼 굴러갈 수 없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교육동반자로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큰 추진력이 생기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께 학교교육에 대한
내용과 부탁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덕풍초등학교과 병설유치원 학부모님!
우리 덕풍초등학교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젼으로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어사용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덕풍 인사말을 존중합니다.
로 정해 지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 표현하기를 위해 날마다 1분 이상 자기
생각 말하기 및 글쓰기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독서, 문화·예술활동으로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1인 1악기,
연극, 국악, 학생이 주도하는 예술활동(덕풍DP), 진로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급 스포츠클럽활동, 놀이중심 뉴스포츠 수업운영 등 학생들의 튼튼한 체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방역활동:6명 채용)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학교 비젼 실현을 위해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덕풍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학교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비대면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활동, 책사랑어머니회 등
덕풍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덕풍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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