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5학년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신나는 겨울방학
보라초등학교 5학년 (

)반 (

)번 이름 (

)

방학 기간 : 2022. 1. 6.(목) ~ 2022. 3. 1.(화)(55일간)
개학하는 날 : 2022. 3. 2(수) 9:00 / 4교시 학교급식 실시하지 않음.
도서관 : - 운영시간(월-금) : 오전9시~오후4시(점심시간 12시~1시)
- 도서관 휴관일 : 2022.1.6.(목)~1.7.(금), 2022.1.28.(금), 2022.2.3.(목)~2.4.(금)

우리들의 약속

학부모님께

1.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겨울스포츠 활동 주의하기 : 부모 동행 없이는 가지 않기)
2. 겨울철 화재예방에 힘쓰며 안전생활하기
3. 성폭력 예방에 힘쓰기
- 낯선 사람 따라 가지 않기
- 한적한 곳이나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기
- 휴대전화 단축번호에 신고전화 등록해놓기
4. 교통규칙 지키기, 학교폭력 예방하기
5. 기초․기본교육다지기
6. 서로 존중하기 실천
7. 온라인의 은밀한 괴롭힘-사이버 괴롭힘 금지
* 인터넷상에서 내가 한 말과 글에 큰 책임이 따르게 됨
을 알고, 네티켓 지켜서 바르게 생활하기
*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도 5학년
의 시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
럽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
시고 격려해주신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겨울방
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자신이 하
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세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가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방학기간 가족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몸도 마음
도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 5학년 담임 드림

방학 과제 및 안내
☸ 코로나 19 예방 철저히 하기

◈ 비상시 연락합니다.

☸ 이번 방학에 꼭 하고 싶었던 계획 세워 실천하기
☸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 열심히 하기

학교 ☎ : 031) 282-2770

☸ 7대 안전생활 꼭 실천하기
☸ EBS방학생활 시청하기

EBS 방학생활(방송

기간 : 2022. 1. 3(월) ~ 2. 4(금) )

● 방송 시간

EBS 2TV
14:20~14:40

월

화

수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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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선생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겨울 방학에 지켜야 하는 것들
-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느니라. -

★ 말씀 1 - 겨울방학 건강하게 보내라.

★ 말씀 5 - 불, 전기, 가스를 조심 하거라.

1. 규칙적인 생활하기

1. 불장난 하지 않기

2. 음식은 익혀 먹고 적당히 먹기

2. 가스 사용 주의하기

3. 충분히 휴식하고 운동 꾸준히 하기

3. 난방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코로나 19 예방 실천- 마스크 착용, 손위생 철저 등

4.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 꽂지 않기

5. 청결한 생활하기 (목욕 자주하기, 양치 꼭 하기 등)

5. 에너지 절약하기
6. 응급상황 화재신고 119 (우리집 주소는?)
7. 자연재해 행동요령 알고 지키기

★ 말씀 2 - 빙판을 조심 하거라.
1. 스케이트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어른과 함께 하고
다치지 않게 활동하기

★ 말씀 6 - 선생님의 끝없는 당부...
1. 시간 정하여 컴퓨터와 핸드폰을 사용하고, 어린이가

2. 살얼음판을 항상 조심하기

봐서는 안 되는 영상이나 게임 하지 않기

3. 준비운동 후 겨울스포츠 즐기기

2. 위험한 놀이 하지 않기

4.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하게 생활하기

3. 불량식품 먹지 않기
4. 물자 절약하기
5.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 말씀 3 - 낯선 사람을 조심 하거라.

6. 위험한 곳 가지 않기

1.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7. 문단속 철저히 하기
2. 모르는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 8. 가면 안 되는 장소(PC방, 인적이 드문 곳 등)에 가지
보면 절대 알려주지 않기
않기
3. 보호자 허락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나 선물 등을
받지 않기

9. 부모님 도와드리고 가족과 많은 시간 같이 보내기

4. 모르는 사람이나 차가 가까이 오면 멀리 떨어지기
5.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

★ 말씀 4 - 차를 조심 하거라.
1.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지키기
2. 찻길, 골목길, 주차장에서 놀지 않기
3. 차를 타고 내릴 때 질서 지키기
4. 차안에서 장난하지 말고, 손과 머리를 차창 밖으로
내밀지 않으며 차를 타면 안전벨트 꼭 매기
5. 비오는 날에는 밝은 옷을 입고 외출하며 우산으로
시야 가리지 않기
6. 자전거는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장구 착용하고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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